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NGAPORE PRECIOUS METALS & GST – OVERVIEW 

싱가포르 귀금속과 세금 – 개요 

1) Starting on 1 October 2012, certain investment grade gold, silver and platinum can be imported 

or sold GST (tax) free in Singapore. Singapore tax authorities define non-taxable bullion as 

"Investment Precious Metals" or "IPM" whereas taxable bullion is referred to as "non-IPM". 

‘IPM’은 Investment Precious Metals의 약자로써 싱가포르 세관에서 면세되는 귀금속을 식별하

기 위해 사용 되는 용어입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투자 적격용으로 만들어진 귀금속(금, 

은, 플래티늄)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세금 없이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가 가능

한 투자용 귀금속은 싱가포르 조세당국에서 IPM 또는 Investment Precious Metals라고 일컫고, 

면세가 되지 않는 귀금속은 non-IPM이라고 일컫습니다. 

2) There are no capital gains taxes in Singapore so this page focuses purely on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 similar to VAT- which applies upon import or purchase of bullion. The 

completed GST exemption rules have been published as an IRAS e-Tax Guide titled GST: Guide 

on Exemption of Investment Precious Metals (IPM). - Ninth Edition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귀금속 수입 및 판매에 대한 

GST (물품용역세)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면세 규칙은 싱가포르 IRAS e-Tax Guide에서 

GST: Guide on Exemption of Investment Precious Metals (IPM)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The tax exemptions are meant to encourage the trading and storage of physical investment 

grade bullion but are limited to a clearly defined subset of the bullion market.  Numismatic 

coins, jewellery, gold / silver gift items or any bullion not defined as "IPM" are not tax exempted 

and will still be subject to GST (currently 7%). 

면세의 목적은 싱가포르에 귀금속 보관과 투자용 귀금속 거래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IPM으

로 분류가 되지 않은 수집용 화폐, 보석, 선물용 금 ∙ 은 제품 및 기타 제품은 현재 시점으로 

7% 과세 대상입니다. 

In broad terms the bill states four basic qualifying criteria which must be fulfilled: 

투자 적격용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Purity of silver, gold, and platinum should be 99.9%, 99.5% and 99% respectively 

순도는 은 = 최소 99.9%, 금 = 최소 99.5%, 순금 = 최소 99% 이상의 이어야 합니다. 

2. Is capable of being traded on the international bullion market (see detailed criteria below) 

국제 귀금속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_GST_GST%20Exemption%20of%20Investment%20Precious%20Metals%20(Ninth%20edition).pdf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_GST_GST%20Exemption%20of%20Investment%20Precious%20Metals%20(Ninth%20edition).pdf


3. Bears a mark or characteristic that is internationally accepted as guaranteeing its quality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마크 또는 특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4. Trades at a price based on the spot price of the metal it contains. 

실물 가격 기준으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In addition the following detailed criteria apply: 

추가적으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Only a subset of investment coins are tax exempt: See SINGAPORE TAX FREE BULLION 

COINS 

투자용 금화 ∙ 은화만 면세 대상입니다. (SINGAPORE TAX FREE BULLION COINS 참조) 

2. Only bars refined by current or past LBMA / LPPM accredited refiners are tax free: See 

SINGAPORE TAX FREE BULLION BARS 

LMBA / LPPM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련소 혹은 옛 제련소에서 생산된 금괴 ∙ 은괴만 면세 

대상입니다. (SINGAPORE TAX FREE BULLION BARS 참조) 

3. Furthermore IE Singapore (a Singapore government entity) can qualify additional bullion 

refiners to be tax exempt 

더욱이 정부기관인 싱가포르 무역개발청은 면세 귀금속 제련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As a Singapore Bullion Market Association (SBMA) member Silver Bullion Pte Ltd, along with 

the Singapore Mint, had been selected in the second quarter 2012 by the Ministry of Finance 

to provide feedback on the type of investment grade coins that will be tax exempt. We are 

proud to note that with our subscribers' help and submitted feedback (see July 2012 newsletter) 

the Ministry of Finance has re-instated the Silver & Platinum American Eagle coins as tax exempt. 

The gold American eagles remain non-exempted due to the minimum purity requirement. 

싱가포르귀금속시장협회(Singapore Bullion Market Association, SBMA)의 멤버인 실버불리온은 

2012년 2분기에 재정 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조폐국 및 영국 버밍엄대학교(UOB)와 

함께 면세 대상이 될 투자 등급 동전의 유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버불리온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싱가포르 재정 경제부에 요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아메리칸 이글 

은 ∙ 순금 제품을 면세 대상에 다시 포함 되었습니다. 하지만 American Eagle 골드코인과 같

은 경우에는 순도의 문제로 아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ipm-tax-free-coins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ipm-tax-free-coins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ipm-tax-free-bars
https://www.silverbullion.com.sg/~/ShowArticle.aspx?ID=345


SINGAPORE TAX FREE BULLION COINS 

싱가포르 면제 대상 귀금속 코인(Coin) 

These investment coins are classified as Investment Precious Metals (IPM) and are GST exempt: 

다음의 투자용 코인은 투자용 귀금속(IPM)으로 분류되어 면세입니다: 

Gold Silver 

1. American Buffalo 1. American Eagle 

2. Australia Kangaroo Nugget 2. Australia Kookaburra 

3. Australia Lunar 3. Australia Koala 

4. Austria Philharmonic 4. Australia Lunar 

5. Canada Maple Leaf 5. Austria Philharmonic 

6. China Panda 6. Canada Maple Leaf 

7. Malaysia Kijang Emas 7. China Panda 

8. Singapore Lion 8. Mexico Libertad 

10. United Kingdom Britannia 9. United Kingdom Britannia 

11. Canada Call of the Wild 4-coin series 10. Australia Saltwater Crocodile 

12. United Kingdom Lunar 11. Canada Wildlife 6-coin series 

13. United Kingdom The Queen’s Beasts 10-

coin series 

12. United Kingdom The Queen’s Beasts 10-

coin series 

14. Australia Ram Kangaroo 13. United Kingdom Lunar 

 14. Armenia Noah’s Ark 

Platinum 15. Australia Kangaroo 

1. American Eagle 16. Canada Birds of Prey 4-coin series 

2. Australia Koala  

3. Australia Platypus  

4. Canada Maple Leaf  

5. Austria Philharmonic  

 

SINGAPORE TAX FREE BULLION BARS 

싱가포르 면제 대상 귀금속 바(Bar) 

1) IPM status and tax exemptions for bar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refiner (producer) of the 

bar as follows: 

투자용 귀금속이 면세 대상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하는 제련소에 생산된 제

품이어야 합니다: 



 For gold and silver, a refiner included in the current or former Good Delivery list of 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LBMA) 

금과 은의 경우, 런던 금괴 시장 협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LBMA)의 물품배

송목록에 올라와 있는 제련소로부터 생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였으나 

없어진 제련소도 포함) 

Silver and Gold LBMA 회원 목록 참조 

 For platinum, a refiner included in the current or former Good Delivery list of the London 

Platinum & Palladium Market (LPPM) 

플래티늄의의 경우, 런던 플래티늄/팔라듐 시장(London Platinum & Palladium Market, 

LPPM)의 물품배송목록에 올라와 있는 제련소로부터 생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는 존재하였으나 없어진 제련소도 포함) 

LPPM 회원 참조 

2) Please note that IPM Status applies to all qualifying (see Basic Qualifying Criteria above) bars 

made by these refiners and is not limited to the bulky (1,000 oz t silver and 400 oz t gold) 

good delivery bars. 

위에 언급된 제련소에서 생산된 모든 투자용 귀금속은 모든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므

로 면세 대상이고 표준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업습니다. 

3) For example the popular 100 oz Johnson Matthey silver bars are tax exempt as they fulfill all 

basic qualifying criteria and Johnson Matthey is a refiner in the LBMA list. 

예를 들어, 인기가 많은 Jonson Matthey의 100 온스의 은괴 제품은 모든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하였고 LBMA에서 인증된 제련소로부터 생산된 제품이기에 면세 대상입니다.  

4) Credit Suisse branded gold bars are also tax exempt as they fulfill the basic qualifying criteria 

and are refined by "Valcambi SA" which uses the logo "Essayeur Fondeur" - see mark on bar - 

and is a refiner on the LBMA list 

또 다른 예로, Credit Suisse에서 제작된 금괴는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은 모든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하였고 LBMA에서 인증된 제련소로부터 생산된 Essayeur Fondeur 로고를 사

용하는 Valcambi SA 제품입니다.  

Beside the above list IE Singapore can add additional refiners. 

이 외에도 싱가포르 무역개발청은 제련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s of October 2012, there are no additional refiners qualified by IE Singapore. 

http://www.lbma.org.uk/good-delivery-list
http://www.lppm.com/lists.aspx?type=pt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ipm-overview


2012년 10월 기준, 싱가포르 무역개발청이 추가한 제련소는 없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BY PRODUCT (EFFECTIVE OCTOBER 1ST, 2012) 

상품별 물품용역세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시) 

Below we list the IPM Status by product for Local Pickup and Bonded S.T.A.R. Storage. 

다음은 실버불리온에서 픽업 및 보관이 가능한 IPM 상품을 제품별로 분류하였습니다. 

GOLD, PLATINUM & PALLADIUM BULL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