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FERRING EXISTING BULLION TO SILVER BULLION 

실버불리온으로 귀금속을 이전하세요 

It is possible to transfer your existing Bullion - pending certain restrictions - into S.T.A.R. Storage, 

whereby it will become a S.T.A.R. Parcel with all the benefits and controls of S.T.A.R. Storage. This 

includes: 

 Bullion "parcelization" with photo and full liability protection under S.T.A.R. Storage. 

 DUX tested and TPL marked to the Parcel so that results can be retrieved online. 

 All S.T.A.R. Storage parties, Silver Bullion Pte Ltd and The Safe House SG Pte Ltd, have no 

exposure or operations in the US. This makes S.T.A.R. Storage an ideal storage location in 

case of a repeat US Bullion Nationalization event. 

 All parcels can be easily sold back online or requested for physical delivery. 

특정 제한 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의 귀금속을 S.T.A.R 보관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S.T.A.R 보관소

의 모든 장점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R 보관소 정책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자산에 대한 사진과 완전

한 책임 보험 제공. 

 DUX 테스트와 TPL 마크를 표시하여 온라인으로 결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S.T.A.R 보관소의 관계자, Silver Bullion 및 The Safe House 관계자는 미국에 의해 어떠한 노

출이나 운영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금 국유화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도 S.T.A.R 보관소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에 위치. 

 모든 제품은 온라인으로 쉽게 다시 판매하거나 물리적 배달을 요청 가능.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StarStorage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RESTRICTION 

유의 사항 

Please understand that to make this system scalable and auditable our parcels have to be 

standardized in type and size which imposes a number of regulatory and bullion type restrictions. 

In particular the bullion must: 

1. Be on our list of accepted transfer bullion, which is all IPM (tax free) 

2. Be in standard parcel multiples (e.g. 500 oz monster boxes or 5 x 100 oz bars) 

3. Must pass DUX Tests to enter into S.T.A.R. Storage. 

실버불리온의 시스템에 맞춰 검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형 및 규격에 맞춰 표준화를 시켜

야 됩니다. 특정 귀금속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1. 당사에 승인된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IPM 리스트) 

2. 표준화된 포장 방법으로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예: 500oz 몬스터 박스 또는 5 x 100oz 바) 

3. 반드시 DUX 검사를 통과해야 실버불리온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DECLARATION OF GOODS 

상품의 신고 

(1) Singapore Customs takes a serious view of matters when it comes to misdeclaration of goods 

entering Singapore. We strongly advise you and your shipper to double check that the goods 

declared matches the contents of the parcels arriving at The Safe House. 

싱가포르 세관은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상품의 신고가 잘 못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

니다. 실버불리온은 고객과 고객의 운송자에게 The Safe House에 도착하는 상품이 포장의 내

용물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2) Misdeclarations require follow up reports and potential audits and investigations by the 

Singapore Customs. Should there be discrepancies between what arrives and what was declared, 

we reserve the right to levy an initial processing fee of SGD 500 (or greater) depending on how 

long it takes for the case to be resolved. 

만약 신고한 내용과 물품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싱가포르 세관은 추가적인 보고서, 검사 

및 조사를 이행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세관은 도착한 물품과 신고된 항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SGD 500(또는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례가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추가

적으로 범칙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


APPROVED BULLION FOR TRANSFER-IN 

이전 가능한 귀금속 

 

 

KEY DOCUMENTS YOU WILL RECEIVE 

귀금속 이전 후 제공받는 문서 

 

 

S.T.A.R. STORAGE BULLION TRANSFER & VALIDATION PROCESS 

STEP 1 – SHIPPING: 1단계 – 운송: 

For International Shipping: 

국제 배송: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your bullion reaches our office/depository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위치한 실버불리온에 배송한 귀금속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If you are located outside of Singapore, this is not easy to organize as both international bullion 



shipment and import, as well as insurance need to be arranged separately, making it much more 

expensive and harder than intra-country shipments. Shipment Options include: 

만약 국내 배송이 아닌 국외로 배송 및 수입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쉽지 

않습니다. 국제 배송에 필요한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

이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배송 옵션이 포함됩니다: 

 Commercial Shippers: Companies such as UPS and FedEx will normally only insure 

shipments up to a nominal amount (e.g. 500 USD) and external additional insurance is 

normally not available to private individuals. We highly discourage you from shipping 

internationally without full insurance and correct customs declaration (using correct HS 

codes for IPM bullion) as you would have no recourse if a shipments is lost, especially if 

the bullion cannot pass international customs due to incorrect a paperwork and is sent 

back. Some shippers such as DHL will not ship bullion in the first place. 

상업용 운송업자: UPS 및 FedEx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적은 금액

(예: USD 500)까지만 보험이 되며, 개인 고객이 상품에 대한 보험을 제3자로부터 추가적

으로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버불리온은 전액 보험이 되지 않는 운송업자

를 통해 귀금속 운송 방법 및 정확하지 않은 상품 신고(예: 면세를 위한 정확한 HS 코드) 

없이 운송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액 보험과 정확한 상품 신고 없이 물품이 분

실될 수 있을뿐더러 부정확한 상품 신고로 인해 물품이 도착지로 배송되지 않고 세관에

서 통과되지 못하고 반환될 수 있습니다. DHL과 같은 몇몇 운송업자는 애초부터 귀금속 

운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Precious Metal Shippers: ViaMat or Brink's can handle these shipment requirements safely 

but such shipping is expensive and normally only makes sense if you are shipping 

substantial quantities (e.g. ten thousand ounces silver). Furthermore the process can be 

complicated, requiring separate shipments to a ViaMat/Brink's distribution center. 

귀금속 운송업자: ViaMat 또는 Brink’s와 같은 운송업자는 귀금속 전문 운송업자이기에 물

품을 안전하게 운송해주지만 대량(예: 10,000온즈의 은)으로 운송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운송 진행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물품을 나눠서 

운송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In Person Delivery: Shipping just 20 oz of gold via a dedicated fully insured shipper 

internationally can easily cost as much as 1,200 USD. If you have the time and wish to 

transfer gold (as it is easily portable compared to silver) consider flying to Singapore and 

delivering the bullion yourself. This option would allow you to see our operations and get 

a feel of Singapore first-hand. If you are already in Singapore, this option is the obvious 

choice. 



우체국 운송(?)(In Person Delivery): 전액 보험과 함께 20온즈(약 622그램)의 금을 국제 운

송하기 위해서는 USD 1,200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시간 여유를 갖고 The Safe 

House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면 금을 직접 휴대하고 싱가포르에 오시는 것을 추천 드

립니다.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실버불리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

인도 할 수 있을뿐더러 싱가포르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에 계신다

면, 이 방법이 확실한 선택입니다. 

Regardless of your shipping preference, you need to understand which bullion is IPM (Tax Free) in 

Singapore to avoid paying a 7% tax on import. Note that we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Singapore 

Customs and have helped to train customs officers on implementing bullion taxability rules so our 

processes are fully compliant with Singapore Customs. 

어느 운송방법을 이용하던 관계없이 불필요한 7%의 관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용 귀금속(IPM)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 세관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고 실버불리온의 프로세스가 싱가포르 세관에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관 임직

원들이 귀금속 과세 규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Please note tha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bullion shipments, is that unless it involved substantial 

volumes of IPM bullion, it might be cheaper and more effective to simply sell bullion in your home 

country and buy new bullion in Singapore. 

대량으로 귀금속을 운송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국제 운송 방법을 이용해 귀금속을 운송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고객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귀금속을 매도하시고 싱가포르에서 귀

금속을 새롭게 구입하는 방법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For Bullion Already Stored In Singapore: 

귀금속이 싱가포르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 

We can organize fully insured transport within Singapore for you. 

실버불리온이 직접 고객을 대신하여 전액 보험이 가능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STEP 2 – RECEIPT & VAULTING: (2단계 – 인수 및 보관): 

Accepting and verifying bullion shipments as genuine, as opposed to storing them on a "said to 

contain basis", is a unique process made possible by the combination of S.T.A.R. Storage and DUX 

Tes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


운송된 귀금속을 단순히 상품에 명시되어 있는 설명(said to contain basis)을 보고 진품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아닌 S.T.A.R. 보관소와 DUX 검사가 함께 이루어내는 고유한 절차로 진품임을 승인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This process allows you to transfer bullion and, if requested, easily sell it to us.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고객이 귀금속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요청에 따라 실버불리온에

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To our knowledge no other company in the industry is offering such a service because it exposes 

the receiving company (Silver Bullion) to a lot of potential liability risk that has to be mitigated or 

eliminated through very careful process planning. 

업계의 어떠한 업체도 실버불리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버불리온과 같은 수신(receiving) 업체는 많은 잠재적인 책임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공정 계획을 거쳐 제거하거나 완화시켜야 합니다. 

Here is an overview on what happens when a bullion shipment arrives to our depository: 

다음은 귀금속이 The Safe House에 도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24 CCTV cameras in our office / depository record how the package is received and signed 

for by SB personnel and the package is transferred into the safe room under CCTV. 

귀금속이 도착하면 24개의 감시카메라에 의해 실버불리온의 관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물

품을 인수했고 서명여부와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졌는지 모두 기록합니다.  

2. Silver Bullion staff unpack the bullion in the safe room test area - prominently displaying 

the package shipping ID or airway bill number - under high definition CCTV. 

실버불리온 직원은 안전한 공간에서 감시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곳에 운송번호 또는 

항공 화물 수령증 번호를 잘 보이게 표시하고 포장된 귀금속을 풉니다. 

3. Contained Bullion is counted to match the packing list and bullion is DUX Tested and TPL 

marked - under high definition CCTV. Please note that this involves opening coin containers 

(see unpacking notice). 

고화질 감시카메라와 함께 내용물은 포장 수량(packing list)과 대조하여 매칭되는지 확인

한 후 DUX 검사를 실시하며 TPL 표시를 합니다. 코인의 경우 확인을 위해 상자를 개봉

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DUX-Passed Bullion is then packed according to prescribed multiples into tamper-proof 

bags [having S.T.A.R. Parcel number], sealed, photographed - all done under high definition 

CCTV - and kept in a safe for further transfer for long term storage in the vaults. The S.T.A.R.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Parcels have thus been created and will be entered into inventory being at our SB 

Depository where they are covered by SB insurance. 

DUX 검사를 통과한 귀금속은 감시카메라 감시하에 규정된 배수에 따라 밀봉된 포장지로 

포장이 되고 봉인되며 사진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이전 지시가 있기 전까지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결과적으로 S.T.A.R. 보관금속(S.T.A.R. 

Parcel)이 생성될 것이며 실버불리온 보험이 적용되는 보관소의 재고로 입력이 됩니다. 

5. DUX-Failed Bullion is also packed into tamper proof bags [with unique parcel number] and 

sealed - under high definition CCTV. Customer will then be notified about the failed DUX 

Test and we will provide the CCTV video recording of the process and test results for 

maximum transparency. The tested bullion will be returned [pending available shipping 

solutions – to be paid by customer] to the customer. 

DUX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귀금속의 경우도 고화질 감시카메라 감시하에 고유 번호가 

보이는 밀봉된 포장지에 봉인되어 보관됩니다. 그리고 실버불리온은 고도의 투명성을 제

공하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녹화된 영상 및 검사 결과와 함께 어떻게 DUX 검사를 통과

하지 못했는지 통지합니다. 통지 후, 해당 귀금속은 고객의 부담으로 고객에게 반송됩니

다. 

6. Transfer to long term S.T.A.R. vault occurs at regular intervals whereby the bullion will enter 

vault operator inventory [with full liability coverage]. You will then be able to view Parcel 

Photos, Parcel Ownership List, Vault Operator Inventory Statements by parcel and DUX Test 

results by parcel online. 

장기 보관을 위해 S.T.A.R. 금고로의 이전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전액 보험 적

용됨과 함께 볼트 오퍼레이터(vault operator) 재고에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이

루어지면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물품 사진, 물품 소유권 목록, 물품별로 볼트 오퍼레이터

(vault operator) 재고 목록 및 DUX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UX results are uploaded automatically online and associated with the packed parcel so that the 

owner of the bullion can check DUX results online. 

DUX 결과는 고객이 귀금속과 DUX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보유금속(parcel)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가 될 것입니다. 

 

More Information on the Unpacking Process 

언패킹(Unpacking)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DUX testing requires the opening and unsealing of eventual coin boxes, plastic sleeves or other 



such packaging as detailed below: 

코인에 대한 DUX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코인의 박스를 개봉해야 하고, 붙어 있는 플라스틱 끈 

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 포장을 뜯어야 됩니다: 

 Bullion coin monster boxes, with exception of sealed Mexican Libertad silver bullion coins 

which are originally packed with a secure seal, have to be opened for DUX testing. We test 

a minimum of five tubes which will each be sealed with an individual Tamper Proof Label 

[TPL] and the box itself will be "re-sealed" with a Silver Bullion Pte Ltd plastic strip similar 

to the ones used by most mints. Opening the box is a necessary precaution as a standard 

"sealed" 500 coin monster box only has a generic plastic strip that is not tamper proof nor 

tamper evident. 

Mexican Libertad와 같은 실버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몬스터 박스에 포장된 귀금속 코

인(coin) DUX 검사를 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묶여 있는 씰(seal)을 풀어야 합니다. 이때, 

최소 5개의 튜브(tube)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끝나면 각 튜브에 변조 불가능

한 레이블(tamper proof label)이 부착되며 몬스터 박스는 대부분의 조폐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실버불리온에 적힌 플라스틱 끈(plastic strip)을 이용해 재포장합니다. 일반적으로 

500개 코인이 담겨있는 몬스터 박스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끈(plastic strip)은 특수하게 제

작된 것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 끈(generic plastic strip)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치입니다. 

 Sealed bullion bars in plastic sleeves will be cut open and tested. If feasible the bar will 

then be placed back into the packaging and the cut section of the packaging will be sealed 

with a TPL. Otherwise the TPL will be placed directly on the bullion and the packaging 

discarded. 

귀금속 바(bar)는 검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포장된 플라스틱을 잘라서 꺼내야 합니다. 가

능하다면 검사가 끝난 귀금속 바(bar)는 다시 플라스틱에 담기고 잘린 부분에 변조 불가

능한 레이블(tamper proof label)이 부착되어 보관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지를 폐기해

야 될 경우 변조 불가능한 레이블(tamper proof label)이 귀금속 바(bar)에 직접 부착되어 

보관될 것입니다.  

Note that all bullion items are further packed into the uniquely identified S.T.A.R. Storage Tamper 

Proof Bullion Bags. 

검사를 마친 모든 귀금속 상품은 S.T.A.R 보관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변조 불가능한 포장지에 

포장되어 보관됩니다. 

 



Find out more: 

 DUX Bullion Testing 

 Taxable and Tax Free (IPM) Bullion in Singapore 

 Bullion Storage Details in Singapore 

 Transfer-In FAQ 

 Transfer-In Addendum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StarStorage
https://www.silverbullion.com.sg/ShowFAQ.aspx?ID=395
https://www.silverbullion.com.sg/StarStorage.aspx#Transfe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