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LL YOUR SILVER, GOLD AND PLATINUM 

소지한 귀금속을 팔 때 

Silver Bullion Pte Ltd is always interested to buy investment grade (.999 or higher) silver, gold and 

platinum bullion, regardless of where the bullion was originally purchased. We buy at very 

competitive rates. 

실버불리온은는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귀금속이 최초에 어디에서 구입하였든 관계없이 투자용 귀

금속 등급(.999이상)의 은, 금 및 플래티늄을 타사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HOW IT WORKS 

사용 방법 

▶ For sellbacks that occur in our office: 

1. Select the product(s) and quantity. 

2. Check that the total amount that you are selling back is 0.00 USD or more. 

3. Enter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payment instructions, and review details. 

4. Submit your order by clicking on "Submit". 

5. Bring the products you wish to liquidate to us in our office within one business day, along 

with any identification document with photo for verification. We will pay you according to 

the payment mode you selected once we have verified the authenticity of your metal. 

▶ 오프라인으로 상품에 대한 매입 신청: 

1. 상품과 수량 선택. 

2. 총 매도금액이 USD 0.00 또는 그 이상인지 확인. 

3. 개인정보와 지급요건을 입력한 후 상세 내용을 검토.  

4.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신청. 

5.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과 함께 매도하려는 상품을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실버불리온의 

사무실로 방문. 매도하려는 귀금속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고객이 선택한 지급 방법을 

이용하여 지급 진행. 

 



▶ Sell bullion stored under S.T.A.R. Storage: 

1. Log in and go to your Storage Page. 

2. Click on “Request Sellback” 

3. Select the currency you would like to be paid for, and any comments. 

4. Tick the checkbox beside the parcel/s you intend to sell, then click on “Review Sellback 

Request...”. 

5. Review the details and click on “Submit Request”. 

6. We will then review the request and if everything is satisfactory, we will send you the 

purchase order and notify you of how we will arrange to transfer the funds back your 

linked bank account. 

Contact us if your item/s are not listed below for us to quote a price. The below listed prices for 

bullion bars are valid for Investment Precious Metals (IPM). 

 

▶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을 판매할 경우, 

1. “Storage Page” 로그인 

2. “Request Sellback” 클릭 

3. 지급 받고자 하는 통화 선택. (요구사항이 있을 시, 코멘트를 남겨주십시오) 

4. 고객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확인. 

5. 모든 정보가 맞을 시, “Submit Request” 선택. 

6. 제출하신 양식을 검토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 되었을 시, 고객에게 매입 청구서를 보내드

리고 입력된 계좌로 매입금액을 송금 진행. 

고객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목록에 없을 경우 실버불리온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에 나와 있는 목록은 IPM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매입 가격도 나와있습니다. 

 

THINGS YOU NEED TO KNOW 

유의사항 

  Please bring the bullion that you are selling to Silver Bullion within one business day. 

Click here to see our office address and operating hours. 

https://www.silverbullion.com.sg/ContactUs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Us/OurBusiness#visit-our-retail-office


매도하고자 하는 귀금속을 1영업일 이내에 실버불리온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실버불리온 사

무실 주소와 영업시간은 “여기”를 누르십시오. 

 Every sell back order placed is binding and a cancellation charge / market loss charge are levied 

if the order is cancelled. 

매도 신청이 완료된 후 매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 및 시장거래손실 수수료가 부

과됩니다.  

 Silver Bullion reserves the right not to buy back products in circumstances stated in clause 4.2.3 

of our User Agreement. 

실버불리온은 약관 4.2.3에 의거 상품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ilver Bullion reserves the right to revise the buy-back price due to: 

실버불리온은 다음의 경우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seller's status as an existing client/non-client; 

판매자가 기존 고객이거나 고객이 아닌 경우; 

* damaged products (e.g. dented coins, damaged packaging, cracked original capsule, etc.)*; 

손상된 상품(예를 들면, 찌그러진 코인, 손상된 포장, 금이 간 용기 등); 

* the listed prices for products are incorrect due to a technical error or otherwise; 

상품의 등록가격이 기술적인 문제로 부정확한 경우; 

*Except for products bought from Silver Bullion that may already have the damage when 

it was sold. 

*매입할 때 이미 손상된 상품을 실버불리온에서 매입한 경우 제외. 

 Payments on local sellbacks exceeding 100,000 SGD shall be made within 2-5 business days. 

SGD 100,000 이상의 지급금액은 2~5영업일 소요. 

 For local sellbacks at our office, kindly note that we will have to make a copy of your NRIC or 

passport for identification purposes during the sellback process. 

싱가포르에서 매도할 경우, 매도기간 중에 본인 확인을 위해 귀하의 NRIC 또는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UserAgreement/2018-06-09#ua-clause-4
https://www.silverbullion.com.sg/UserAgreement/2018-06-09#ua-clause-4


SUBMIT A SELLBACK ORDER 

매입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