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YMENT OPTIONS 

대금지급 옵션 

 

CASH (SGD) 

현금 (SGD) 

We accept Singapore dollar (SGD) notes and coins for cash payment at our offices. 

실버불리온 사무실에서 싱가포르 달러 지폐 및 동전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We do not accept any other fiat currencies, moneychangers in Singapore can sell SGD notes at very 

competitive rates. 

싱가포르 달러 외 다른 통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싱가포르 달러

를 매입할 수 있는 환전소가 많습니다. 

 

PAYNOW (SGD ONLY) 

페이나우 (SGD만 해당) 

PayNow is an electronic fund transfer service that allows you to transfer SGD funds instantly to a 

payee, using the payee's designated mobile number or NRIC/FIN or UEN number instead of his/her 

bank account number. 

페이나우는 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대신에 송금자의 휴대전화번호, NRIC/FIN, 또는 UEN 번호

를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PayNow is supported by these participating banks in Singapore: DBS/POSB, Citibank, HSBC, 

Maybank, OCBC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Bank of China and 

ICBC. 

페이나우는 싱가포르의 DBS/POSB, 시티은행, HSBC, 메이뱅크, OCBC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UOB, 중국은행 및 ICBC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Scan the PayNow QR or enter the UEN 200907537MDBS 

페이나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UEN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00907537MDBS 



LOCAL CHEQUE AND CASHIER'S ORDERS (SGD) 

지역 수표 및 CASHIER’S ORDERS (SGD) 

Cashier's orders and cheques must be in either USD or SGD from a Singapore bank account because 

international cheque clearance can take months to clear, the process is unreliable and the fees are 

expensive. 

수표 또는 Cashier’s order는 반드시 싱가포르에 위치한 은행에서 USD 또는 SGD로 발급받아야 합

니다. 국제 수표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뿐더러 안전하지 않고 수표 처리기간이 수 개월 걸

릴 수도 있습니다. 

Please make them payable to "Silver Bullion Pte Ltd", write the account number (003-922974-7 for 

SGD / 0003-016066-01-8 for USD) on the back of the cheque and either deposit it at a DBS or 

POSB cheque deposit box or mail it to our Silver Bullion office. 

수표 뒷면에 수신자 계좌번호(SGD일 경우: 003-922974-7 / USD일 경우: 0003-016066-01-8)와 

‘Silver Bullion Pte Ltd’를 적으시고 DBS 또는 POSB 수표 지급 상자에 넣으시거나 우편을 통해 실

버불리온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Our office address is: (실버불리온 주소) 

Finance Department 

Silver Bullion Pte Ltd 

20 Jalan Afifi, #03-02A 

Certis Cisco Centre II 

Singapore 409179 

Take note that cheques have to clear with the bank before bullion can be taken possession of. 

Cashier's orders are as good as cash and you can take immediate delivery / possession of your 

order. 

구입한 귀금속은 수표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shier’s order는 현금과 같이 간편한 결제 수단이므로 결제 시 빠른 시간 안에 

배송 받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NOTE: Do not send the cheque or cashier's order to our bank because they might not deposit 

the cheque. 

참고: 수표 또는 Cashier’s order를 은행으로 직접 보내면 처리가 안됩니다. 



INTERNATIONAL AND SINGAPORE BANK TRANSFERS - SINGAPORE DOLLARS (SGD) 

국제 및 싱가포르 은행 송금 – 싱가포르 달러 (SGD) 

International Wires (also called SWIFT) require payments of transfer charges at both the sending 

and receiving side. To ensure the correct amount is transferred ensure both sending and receiving 

SWIFT charges are paid for. 

국제 송금(SWIFT라고 불림)은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에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SGD transfers can be made using FAST, MEPS or TT to: 

FAST, MEPS 또는 TT를 이용한 SGD 송금 

Bank Name: DBS Bank (은행 이름) 

Bank Address: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주소) 

SWIFT Code: DBSSSGSGXXX (leave XXX out if only 8 letters are needed) (SWIFT 코드) 

Branch code: 003 (영업점 코드) 

SGD Account Number: 003-922974-7 (SGD 계좌번호) 

Account Name: Silver Bullion Pte Ltd (수신자 명의)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you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For Local Singapore Transfers / MEPS- 

- 싱가포르 국내 송금 / MEPS- 

Our account is 'DBS Current, BankCode 7171, Branch 'MBFC' (or 'Shenton Way' if 'MBFC' is not 

found). 

실버불리온의 계좌정보는 DBS Current, 은행코드 7171, 영업점코드 ‘MBFC’ (또는 ‘Shenton Way’) 

For customers transferring from a SGD bank account in Singapore, you 

may use PayNow. Scan the PayNow QR below or enter the UEN 

200907537MDBS 

싱가포르 계좌를 이용한 송금은 페이나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페이

나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UEN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00907537MDBS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Payments using Visa and MasterCard issued credit/debit card are accepted for both SGD and USD 

orders and are processed through our payment partner - SmoovPay Pte Ltd. This payment option 

is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or its USD equivalent)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transaction 

fee. 

SGD 신청한 주문에 대해서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

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는 실버불리온의 파트너사인 SmoovPay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

로 3%의 카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LOCAL CHEQUE AND CASHIER'S ORDERS (USD OR SGD) 

지역 수표 및 CASHIER’S ORDERS (USD 또는 SGD) 

Cashier's orders and cheques must be in either USD or SGD from a Singapore bank account because 

international cheque clearance can take months to clear, the process is unreliable and the fees are 

expensive. 

수표 또는 Cashier’s order는 반드시 싱가포르에 위치한 은행에서 USD 또는 SGD로 발급받아야 합

니다. 국제 수표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뿐더러 안전하지 않고 수표 처리기간이 수 개월 걸

릴 수도 있습니다. 

Please make them payable to "Silver Bullion Pte Ltd", write the account number (003-922974-7 for 

SGD / 0003-016066-01-8 for USD) on the back of the cheque and either deposit it at a DBS or 

POSB cheque deposit box or mail it to our Silver Bullion office. 

수표 뒷면에 수신자 계좌번호(SGD일 경우: 003-922974-7 / USD일 경우: 0003-016066-01-8)와 

‘Silver Bullion Pte Ltd’를 적으시고 DBS 또는 POSB 수표 지급 상자에 넣으시거나 우편을 통해 실

버불리온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Our office address is: (실버불리온 주소) 

Finance Department 

Silver Bullion Pte Ltd 

20 Jalan Afifi, #03-02A 

Certis Cisco Centre II 

Singapore 409179 

Take note that cheques have to clear with the bank before bullion can be taken possession of. 

Cashier's orders are as good as cash and you can take immediate delivery / possession of your 

order. 

구입한 귀금속은 수표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shier’s order는 현금과 같이 간편한 결제 수단이므로 결제 시 빠른 시간 안에 

배송 받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NOTE: Do not send the cheque or cashier's order to our bank because they might not deposit 

the cheque. 

참고: 수표 또는 Cashier’s order를 은행으로 직접 보내면 처리가 안됩니다. 



INTERNATIONAL AND SINGAPORE BANK TRANSFERS - US DOLLARS (USD) 

국제 및 싱가포르 은행 송금 – 미국 달러 (UGD) 

International Wires (also called SWIFT) require payments of transfer charges at both the sending 

and receiving side. To ensure the correct amount is transferred ensure both sending and receiving 

SWIFT charges are paid for. 

국제 송금(SWIFT라고 불림)은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에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USD transfers can be made using TT to: 

TT를 이용한 USD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DBS Bank 

Bank Address (주소):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SWIFT Code (SWIFT 코드): DBSSSGSGXXX (leave XXX out if only 8 letters are needed) 

USD Account Number (USD 계좌번호): 0003-016066-01-8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you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For Local Singapore Transfers: (싱가포르에서 송금할 경우) 

Our account is 'DBS Current, BankCode 7171, Branch 'MBFC' (or 'Shenton Way' if 'MBFC' is not 

found). 

실버불리온의 계좌정보는 DBS Current, 은행코드 7171, 영업점코드 ‘MBFC’ (또는 ‘Shenton Way’) 

If your bank requires additional wiring details: (추가 사항을 요청할 경우) 

The US intermediary bank / agent bank is: 

미국 중개 은행 / 대리 은행: 

Correspondent Bank: JPMorgan Chase Bank, N.A. 

환거래 은행: JPMorgan Chase Bank, N.A. 

SWIFT (SWIFT 코드): CHASUS33 



To avoid unnecessary forex charges, remind your bank to NOT CONVERT your funds to SGD. We 

can receive USD natively into our multi-currency bank account with DBS. 

외환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진행하는 은행에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지 말라고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버불리온은 DBS 은행에 다중통화 계좌(multi-currency bank)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U.S. DOMESTIC WIRE TRANSFER (USD ONLY) 

미국 국내 송금 (USD만 해당) 

If you are transferring funds from a U.S. based USD account this option allows you to pay your 

Silver Bullion order via a bank-to-bank domestic transfer in the United States providing a simple, 

reliable and less expensive way of initiating payments electronically. 

미국에 위치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실 경우 이는 매우 간단하고 안정적인 방법

이며 저렴한 수수료로 실버불리온의 USD 계좌로 전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Advantages: (장점) 

 International wire transfer is a tedious and time consuming process and has to be done 

during the bank's business hours and sometimes even require your physical presence at 

the bank. A domestic interbank transfer can be easily made using your bank's 

mobile/internet banking services. 

국제 송금 절차는 매우 싫증나고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하게 발상하지는 않지만 은행에 방문하라고 요청하기까지도 합니

다.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are costly due to high banking fees. The domestic interbank 

transfer will cost a small fraction of an international SWIFT transfer. 

국제 송금 수수료는 높지만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면 국제 송금에 비해 비용효율

적입니다.  

 The transfer is easier for bank staff to process and therefore more reliable. 

이 방법은 직원에게 친숙한 방법이니 안전하게 송금이 됩니다. 

 

 



USD wire transfers within the US can be made to: 

미국 내에서 USD를 이용한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Citibank 

Address (주소): 111 Wall Street, New York, NY 10005. USA 

SWIFT (SWIFT 코드): CITIUS33 

ABA Routing Number (ABA 번호): 031100209 

USD Account Number (계좌번호): 77722200928821079 

Account Name (계좌 이름):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Note** We cannot accept Billpay, cash, chekcs or cashier’s checks. CHIPS UID if required is 239822***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Payments in USD using Visa and MasterCard issued credit/debit card are accepted and are processed 

through our payment partner – SmoovPay Pte Ltd. This payment option is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USD 신청한 주문에 대해서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

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는 실버불리온의 파트너사인 SmoovPay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

로 3%의 카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AND SINGAPORE BANK TRANSFERS – EURO 

국제 및 싱가포르 은행 송금 – 유로 

International Wires (also called SWIFT) require payments of transfer charges at both the sending 

and receiving side. To ensure the correct amount is transferred ensure both sending and receiving 

SWIFT charges are paid for. 

국제 송금(SWIFT라고 불림)은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에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URO transfers can be made using TT to: 

TT를 이용한 EURO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DBS Bank 

Bank Address (주소):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SWIFT Code (SWIFT 코드): DBSSSGSGXXX (leave XXX out if only 8 letters are needed) 

EURO Account Number (유로 계좌번호): 0003-030412-01-8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o avoid unnecessary forex charges, remind your bank to NOT CONVERT your funds to SGD. We 

can receive EUR natively into our multi-currency bank account with DBS. 

외환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진행하는 은행에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지 말라고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버불리온은 DBS 은행에 다중통화 계좌(multi-currency bank)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EURO SEPA WIRE TRANSFER (EURO ONLY - NOT AVAILABLE FOR P2P) 

유로 세파를 이용한 유로 송금 (유로만 가능 – P2P 사용 불가) 

If you are transferring funds from a Euro Zone based Euro account this option allows you to pay 

your Silver Bullion order via a bank-to-bank transfer within the Euro Zone providing a simple, reliable 

and less expensive way of initiating payments electronically. 

유럽에 위치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실 경우 이는 매우 간단하고 안정적인 방법



이며 저렴한 수수료로 실버불리온의 EUR 계좌로 전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Advantages: 

장점: 

 International wire transfer is a tedious and time consuming process and has to be done 

during the bank's business hours and sometimes even require your physical presence at 

the bank. A euro zone interbank transfer can be easily made using your bank's 

mobile/internet banking services. 

국제 송금 절차는 매우 싫증나고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하게 발상하지는 않지만 은행에 방문하라고 요청하기까지도 합니

다.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are costly due to high banking fees. The domestic interbank 

transfer will cost a small fraction of an international SWIFT transfer. 

국제 송금 수수료는 높지만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면 국제 송금에 비해 비용효율

적입니다.  

 The transfer is easier for bank staff to process and therefore more reliable. 

이 방법은 직원에게 친숙한 방법이니 안전하게 송금이 됩니다. 

EURO wire transfers within Euro Zone can be made to: 

유럽 내에서 EURO를 이용한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Citibank 

Address (주소): Citibank International plc, Schiphol Boulevard 257, 1118 BH Schiphol 

Bank Country (국가): Netherlands 

SWIFT/BIC Code (SWIFT/BIC 코드): CITINL2X 

EUR Account Number/IBAN (계좌번호): NL30CITI7003060012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Credit card payments are only accepted for orders submitted in SGD and USD. If you have placed 

orders in other currencies, you may request for the currency of your order to be changed to SGD 

or USD to facilitate payment with a credit/debit card. 

SGD와 USD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진행을 위해 SGD 또는 USD로 전환하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

기 바랍니다. 

Credit card payments are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or its USD equivalent)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transaction fee.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로 3%의 카드 수

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USTRALIA WIRE TRANSFER (AUD ONLY) 

호주 송금 방법 – 호주 달러만 해당 

If you are transferring funds from Australia based AUD account this option allows you to pay your 

Silver Bullion order via a bank-to-bank transfer within the Australia providing a simple, reliable and 

less expensive way of initiating payments electronically. 

호주에 위치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실 경우 이는 매우 간단하고 안정적인 방법

이며 저렴한 수수료로 실버불리온의 호주 달러 계좌로 전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Advantages: 

장점: 

 International wire transfer is a tedious and time consuming process and has to be done 

during the bank's business hours and sometimes even require your physical presence at 

the bank. An interbank transfer can be easily made using your bank's mobile/internet 

banking services. 

국제 송금 절차는 매우 싫증나고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하게 발상하지는 않지만 은행에 방문하라고 요청하기까지도 합니

다.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are costly due to high banking fees. The domestic interbank 

transfer will cost a small fraction of an international SWIFT transfer. 

국제 송금 수수료는 높지만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면 국제 송금에 비해 비용효율

적입니다.  

 The transfer is easier for bank staff to process and therefore more reliable. 

이 방법은 직원에게 친숙한 방법이니 안전하게 송금이 됩니다. 

AUD transfers can be made using TT to: 

TT를 이용한 AUD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Citibank Australia 

Bank Address (주소): Level 25, 2 Park Street, SYDNEY, NSW 2000 

SWIFT/BIC Code (SWIFT/BIC 코드): CITIAU2X 

BSB: 248097 



AUD Account Number (호주달러 계좌번호): 79049999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Note*** Electronic or wire transfers only. Do not deposit cash or cheques.* 

참고*** 전자 또는 송금만 가능. 현금 또는 수표 입금 금지.*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Credit card payments are only accepted for orders submitted in SGD and USD. If you have placed 

orders in other currencies, you may request for the currency of your order to be changed to SGD 

or USD to facilitate payment with a credit/debit card. 

SGD와 USD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진행을 위해 SGD 또는 USD로 전환하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

기 바랍니다. 

Credit card payments are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or its USD equivalent)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transaction fee.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로 3%의 카드 수

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AND SINGAPORE BANK TRANSFERS - CANADIAN DOLLAR 

국제 및 싱가포르 은행 송금 – 캐나다 달러 

International Wires (also called SWIFT) require payments of transfer charges at both the sending 

and receiving side. To ensure the correct amount is transferred ensure both sending and receiving 

SWIFT charges are paid for. 

국제 송금(SWIFT라고 불림)은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에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CAD transfers can be made using TT to: 

TT를 이용한 CAD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DBS Bank 

Bank Address (주소):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SWIFT Code (SWIFT 코드): DBSSSGSGXXX (leave XXX out if only 8 letters are needed) 

Branch code (영업점 코드): 003 

CAD Account Number (CAD 계좌번호): 003-922974-7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o avoid unnecessary forex charges, remind your bank to NOT CONVERT your funds to SGD. We 

can receive CAD natively into our multi-currency bank account with DBS. 

외환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진행하는 은행에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지 말라고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버불리온은 DBS 은행에 다중통화 계좌(multi-currency bank)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Credit card payments are only accepted for orders submitted in SGD and USD. If you have placed 

orders in other currencies, you may request for the currency of your order to be changed to SGD 

or USD to facilitate payment with a credit/debit card. 



SGD와 USD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진행을 위해 SGD 또는 USD로 전환하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

기 바랍니다. 

Credit card payments are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or its USD equivalent)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transaction fee.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로 3%의 카드 수

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AND SINGAPORE BANK TRANSFERS - SWISS FRANC 

국제 및 싱가포르 은행 송금 – 스위스 프랑 

International Wires (also called SWIFT) require payments of transfer charges at both the sending 

and receiving side. To ensure the correct amount is transferred ensure both sending and receiving 

SWIFT charges are paid for. 

국제 송금(SWIFT라고 불림)은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에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CHF transfers can be made using TT to: 

TT를 이용한 CHF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DBS Bank 

Bank Address (주소):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SWIFT Code (SWIFT 코드): DBSSSGSGXXX (leave XXX out if only 8 letters are needed) 

Branch code (영업점 코드): 003 

CHF Account Number (CHF 계좌번호): 003-922974-7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o avoid unnecessary forex charges, remind your bank to NOT CONVERT your funds to SGD. We 

can receive CHF natively into our multi-currency bank account with DBS. 

외환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진행하는 은행에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지 말라고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버불리온은 DBS 은행에 다중통화 계좌(multi-currency bank)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Credit card payments are only accepted for orders submitted in SGD and USD. If you have placed 

orders in other currencies, you may request for the currency of your order to be changed to SGD 

or USD to facilitate payment with a credit/debit card. 



SGD와 USD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진행을 위해 SGD 또는 USD로 전환하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

기 바랍니다. 

Credit card payments are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or its USD equivalent)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transaction fee.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로 3%의 카드 수

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AND SINGAPORE BANK TRANSFERS - POUND STERLING 

국제 및 싱가포르 은행 송금 – 영국 파운드 

If you are transferring funds from United Kingdom based GBP account this option allows you to 

pay your Silver Bullion order via a bank-to-bank transfer within the United Kingdom providing a 

simple, reliable and less expensive way of initiating payments electronically. 

영국에 위치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실 경우 이는 매우 간단하고 안정적인 방법

이며 저렴한 수수료로 실버불리온의 영국 파운드 계좌로 전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Advantages: 

장점: 

 International wire transfer is a tedious and time consuming process and has to be done 

during the bank's business hours and sometimes even require your physical presence at 

the bank. An interbank transfer can be easily made using your bank's mobile/internet 

banking services. 

국제 송금 절차는 매우 싫증나고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하게 발상하지는 않지만 은행에 방문하라고 요청하기까지도 합니

다.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are costly due to high banking fees. The domestic interbank 

transfer will cost a small fraction of an international SWIFT transfer. 

국제 송금 수수료는 높지만 은행간의 국내 송금을 이용하면 국제 송금에 비해 비용효율

적입니다.  

 The transfer is easier for bank staff to process and therefore more reliable. 

이 방법은 직원에게 친숙한 방법이니 안전하게 송금이 됩니다. 

GBP transfers can be made using TT to: 

TT를 이용한 GBP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World First UK Ltd 

Bank Address (주소): Millbank Tower, 21-24 Millbank, London SW1P 4QP, UK 

SWIFT/BIC Code (SWIFT/BIC 코드): WFSTGB2L 

Sort code (Sort 코드): 23-68-24 



GBP Account Number (GBP 계좌번호): 65311953 

GBP IBAN: GB83WFST23682465311953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Note*** Online, telephone banking or CHAPS transfers only. Do not deposit cash or cheques. 

참고*** 온라인, 텔레뱅킹 또는 CHAPS 송금만 가능. 현금 또는 수표 입금 금지.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Credit card payments are only accepted for orders submitted in SGD and USD. If you have placed 

orders in other currencies, you may request for the currency of your order to be changed to SGD 

or USD to facilitate payment with a credit/debit card. 

SGD와 USD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진행을 위해 SGD 또는 USD로 전환하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

기 바랍니다. 

Credit card payments are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or its USD equivalent)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transaction fee.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로 3%의 카드 수

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AND SINGAPORE BANK TRANSFERS - HONG KONG DOLLAR 

국제 및 싱가포르 은행 송금 – 홍콩 달러 

International Wires (also called SWIFT) require payments of transfer charges at both the sending 

and receiving side. To ensure the correct amount is transferred ensure both sending and receiving 

SWIFT charges are paid for. 

국제 송금(SWIFT라고 불림)은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에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HKD transfers can be made using TT to: 

TT를 이용한 HKD 송금 

Bank Name (은행 이름): DBS Bank 

Bank Address (주소): 12 Marina Boulevard,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3. Singapore 018982 

SWIFT Code (SWIFT 코드): DBSSSGSGXXX (leave XXX out if only 8 letters are needed) 

HKD Account Number (HKD 계좌번호): 003-922974-7 

Account Name (계좌 명의): Silver Bullion Pte Ltd 

Add Reference: Please specify the order number(s) or S.T.A.R. ID as reference/comment 

코멘트 달기: 주문번호 또는 S.T.A.R. ID를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o avoid unnecessary forex charges, remind your bank to NOT CONVERT your funds to SGD. We 

can receive HKD natively into our multi-currency bank account with DBS. 

외환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진행하는 은행에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지 말라고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버불리온은 DBS 은행에 다중통화 계좌(multi-currency bank)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CREDIT/DEBIT CARD PAYMENTS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Credit card payments are only accepted for orders submitted in SGD and USD. If you have placed 

orders in other currencies, you may request for the currency of your order to be changed to SGD 

or USD to facilitate payment with a credit/debit card. 



SGD와 USD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진행을 위해 SGD 또는 USD로 전환하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

기 바랍니다. 

Credit card payments are limited to 30,000 SGD payments (or its USD equivalent) and involves a 

3.0% credit card transaction fee.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한도는 SGD 30,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며 추가로 3%의 카드 수

수료가 부과됩니다. 

Due to the high risk of fraud, credit/debit card orders exceeding 5,000 SGD (or its USD equivalent) 

may require additional manual review by our team. As an additional precaution for local orders 

(local pick-up), we may also require you to present the credit card used to pay for the order. 

높은 수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SGD 5,000(또는 유사한 금액의 USD)이

상을 결제할 경우 실버불리온 팀에 의해 추가적인 리뷰를 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

용카드/체크카드 결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계셔야 됩니다.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ny credit/debit card orders deemed questionable or of significant 

risk to Silver Bullion.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실버불리온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