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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PAYMENT INSTRUCTIONS 

은행을 이용하여 송금할 경우 

Disclaimer: Depending on the method used, wire transfers can take anywhere from several hours 

to several days (4-5 business days). To prevent delays and late fees, please initiate a transfer several 

days before a due date especially for international wire transfer (SWIFT) and U.S. domestic wire 

transfer (Fedwire). Eventual transfer fees, whether to or from your account, will be charged to your 

P2P account. 

주석: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이체가 완료되는 시간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4~5일정도 걸립니다. 연기 및 연체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송금 또는 미국 국내 송금

(Fedwire)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고객은 만기일 며칠 전에 송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송금 수

수료는 송신 또는 수신에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Funding by cash or cheque should be deposited directly to your nearest DBS branch or 

cash/cheque deposit machine. 

현금 또는 수표로 예치하실 경우, 가까운 DBS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현금입출금 기계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International wire Transfer (SWIFT) 

Can be done from anywhere. Involves multiple bank charges, including a 5.00 SGD (or USD 

equivalent) receipt charge by DBS. 

어느 곳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DBS의 송금 수신 수수료 5.00 싱가포르 달러(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의 미국 달러)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Report/P2PReference


USD – 미국 달러 SGD – 싱가포르 달러 

은 행 이 름 DBS Bank 은 행 이 름 DBS Bank 

영업점 주소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영업점  주소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SWIFT 코드 DBSSSGSG 또는 

DBSSSGSGXXX 

SWIFT 코드 DBSSSGSG 또는 

DBSSSGSGXXX 

계 좌 명 의 Silver Bullion P2P 

Client Account 

계 좌 명 의 Silver Bullion P2P 

Client Account 

계 좌 번 호 0003-022482-01-3 계 좌 번 호 003-928756-9 

참 고 사 항 S.T.A.R. ID or Name 참 고 사 항 S.T.A.R. ID or Name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중 개 은 행 JPMorgan Chase Bank, N.A 

SWIFT 코드 CHASUS33 

 

2) U.S. Domestic Wire Transfer (Fedwire) – USD Only 

Fedwire를 이용한 미국 국내 송금 – 미국 달러만 해당 

Fund will be forwarded to our DBS Singapore Account by Western Union Business Solutions. 

This payment method involved a wiring charge of 30.00 SGD (or USD equivalent) by Western 

Union Business Solutions and a 5.00 SGD (or USD equivalent) inward receipt charge by DBS. 

Western Union Business Solution을 통하여 실버불리온의 DBS 계정으로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Western Union Business Solutions로부터 30.00 싱가포르 달러(또는 이

와 유사한 금액의 미국 달러)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며 DBS로부터 5.00 싱가포르 달러(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의 미국 달러)의 송금 수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USD – 미국 달러 

은 행 이 름 The Bank of New York Mellon 

영업점 주소 1 Wall Street, New York,  

NY 10286, USA 

SWIFT 코드 IRVTUS3N 

A B A  번 호 021000018 

계 좌 번 호 8900690429 

수혜자/명의 100 Summit Avenue, Montvale, 

New Jersey 07645 

수혜자주소 S.T.A.R. ID or Name 



참 고 사 항 FFC: 58098-SG Silver Bullion 

followed by your S.T.A.R ID (or 

your name) 

송금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FC: 

58098-SG Silver Bullion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실버불리온에게 P2P 계정에 

예치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3) Singapore Domestic Wire Transfer 

싱가포르 국내 송금 

SGD GIRO can take 3 business days. SGD FAST is immediate but limited to 200k SGD, chargeable. 

SGD MEPS, latest next business day, chargeable. Intra DBS Bank transfers are free and immediate 

SGD GIRO를 이용할 경우 약 3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SGD FAST는 즉시 송금이 가능 하지만 

200,000 싱가포르 달러가 한도입니다. SGD MEPS는 다음 영업일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DBS

를 이용할 경우 즉시 송금이 이루어지며 무료입니다. 

USD – 미국 달러 SGD – 싱가포르 달러 

송 금 방 법 TT, DBS/POSB Intra-Bank 송 금 방 법 FAST, MEPS, GIRO, DBS/POSB 

Intra-Bank, TT 

은 행 이 름 DBS Bank 은 행 이 름 DBS Bank 

은 행 코 드 7171 은 행 코 드 7171 

영 업 점 MBFC 또는 Shenton Way 영 업 점 MBFC 또는 Shenton Way 

영업점코드 003 영 업점 코드 003 

계 좌 명 의 Silver Bullion P2P 

Client Account 

계 좌 명 의 Silver Bullion P2P 

Client Account 

계 좌 번 호 0003-022482-01-3 계 좌 번 호 003-928756-9 

참 고 사 항 S.T.A.R. ID or Name 참 고 사 항 S.T.A.R. ID or Name 

 

P2P START DATES 

P2P 대출 개시일 

During the Bidding Period lenders and borrowers publish their respective offers/requests and create 

loan contracts if they agree to each other’s terms. This is followed by the contract Loan Start when 

funds are credited/debited to the parties’ respective P2P accounts. 

입찰 기간 동안 차입자와 대여자는 희망하고자 하는 요청 또는 제안을 게시하고 양당사자가 동의



할 경우 대출 계약을 생성합니다. 양당사자의 P2P 계정에서 자금이 차변/대변으로 이전되면 대출 

계약은 성사되고 시작됩니다. 

All dates and times are on Singapore Time (SGT) as follows: 

모든 날짜와 시간은 싱가포르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 대출 시작/상환일 입찰 기간 대출 시작/상환일 

2020년 09월 22-30일 2020년 10월 01일 2020년 12월 22-31일 2021년 01월 1일 

2020년 10월 01-07일 2020년 10월 08일 2021년 01월 01-07일 2021년 01월 08일 

2020년 10월 08-14일 2020년 10월 15일 2021년 01월 08-14일 2021년 01월 15일 

2020년 10월 15-21일 2020년 10월 22일 2021년 01월 15-21일 2021년 01월 22일 

2020년 10월 22-31일 2020년 11월 01일 2021년 01월 22-31일 2021년 02월 01일 

2020년 11월 01-07일 2020년 11월 08일 2021년 02월 01-07일 2021년 02월 08일 

2020년 11월 08-14일 2020년 11월 15일 2021년 02월 08-14일 2021년 02월 15일 

2020년 11월 15-21일 2020년 11월 22일 2021년 02월 15-21일 2021년 02월 22일 

2020년 11월 22-30일 2020년 12월 01일 2021년 02월 22-28일 2021년 03월 01일 

2020년 12월 01-07일 2020년 12월 08일 2021년 03월 01-07일 2021년 03월 08일 

2020년 12월 08-14일 2020년 12월 15일 2021년 03월 08-14일 2021년 03월 15일 

2020년 12월 15-21일 2020년 12월 22일 2021년 03월 15-21일 2021년 03월 15일 

 

NOTE: 

 Bidding closes at 23:00 hours SGT the day before Loan Start. There will be a 1 hour non-

bidding period before bidding for the next Loan Start begins. 

대출 시작하기 이전 날 오후 11시에 입찰이 마감됩니다. 대출이 시작되기 전에 1시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Funds must be in your account by 12:01 AM SGT on the Loan Maturity Date. You must have 

enough funds in your P2P Account to over your payment/repayment commitments for the 

current Loan Start. Because a Loan Maturity Date can fall on a bank holiday(s) and international 

bank transfers are often delayed, please fund your P2P account early. 

 만기일에 맞춰 오전 12시 01분까지 계정에 자금이 반드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

출에 대한 지불/상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P2P 계정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

출 상환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수 있고 국제 송금을 이용 할 경우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보다 몇 일 전까지 예치를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As an alternative to sending funds, or if you unable to do so in time, you can “roll-over” a 



loan, pending availability, by obtaining a new loan from a lender based on offered terms. Loans 

can be obtained up to 1 hour before Loan Strat Date.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시거나 만기일이 맞춰 자금 예치가 어려울 경우 새로운 대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대출 계약으로 ‘롤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 시

작 1시간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Should funds in your P2P account be insufficient to cover your loan commitments by 12:01 

AM SGT on the Loan Maturity Date, you will be charged a late fee of 1.0% of the outstanding 

balance at payment due date and for every loan period thereafter. In such a case the Sweeper 

Fund will, pending funds availability, provide you with an intra-day loan to cover your payment 

commitments and prevent a contract breach. 

대출 상환일 오전 12시 01분까지 충분한 자금이 P2P 계정에 예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잔여액

에서 1.00%의 지연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이는 새로운 대출 계약이 있을 경우에도 매번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대출 상환일에 맞춰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스위퍼펀드를 이용하

여 상환을 먼저 하게 됩니다. 

 If you require funds immediately and have an upcoming valid loan contract, a loan advance 

can be arranged.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만 대출 상환일이 다가올 경우, 실버불리온은 ‘사전 대출’을 이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