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BUY PRECIOUS METALS (귀금속을 사야 되는 이유) 

 

Safely store wealth outside the banking system 

기존의 금융상품 외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투자. 

 

(1) Gold and silver bullion, stored outside the financial system in a safe jurisdiction, is a wealth 

insurance and a crisis hedge that will protect you in the worst of situations. 

금과 은은 기존의 금융상품의 투자 방식이 아닌 외부(민간시설)에 보관하는 것이야 말로 고객

의 자산을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자 위험 방지책입니다. 

(2) Although bullion does not generate fiat interest, preciousness lies in the fact that it is a scarce 

commodity that cannot be created out of thin air, thereby increasing in real value over time. As 

the major world currencies such as the US dollar, yen, euro and the Chinese Yuan devalue their 

currencies through extremely low interest rates and massive currency creation,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fiat currencies is eroded despite interest payments. 

귀금속을 보유하는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귀금속의 가치는 단순히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희소한 상품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

(USD), 엔(YEN), 유로(EURO) 및 위안(YUAN)과 같은 주요 화폐 가치는 화폐 발행량 증가와 저

금리로 인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화폐 구매력은 낮아지

고 있습니다. 

(3) The US dollar, for example, has lost over 98% of its purchasing value since 1913, whereas gold 

has increased (in dollar terms) by a factor of 60 over the same time period. Throughout history, 

excessively debased currencies will eventually become worthless and unsustainable debts will 

eventually be defaulted upon; but physical gold and silver, despite short-term price fluctuations, 

will endure as a reliable store of value as they have for over the last 4,000 years. 

미국 달러는 1913년부터 현재까지 98% 이상 구매력을 상실한 반면, 금의 경우 동일한 기간 

에 6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과도하게 하락 된 화폐는 결국 가치가 없

어지게 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4,0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실물 금과 은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영

구적으로 가치가 보전되는 진정한 화폐입니다. 

(4) As we are entering times of financial turbulence and as more people realize the extent of our 

global financial fragility, it is only prudent to protect some of your wealth through the physical 

storage of gold or silver outside the banking system. If no significant crisis occurs you will be 

hardly worse off, but if a currency or banking crisis does occur, your physical bullion will be a 

financial lifesaver. 

현재와 같이 금융이 불안정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

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은행 시스템이 아닌 외부에 자산을 

실물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화폐 또는 금융위기가 다시 초래된다면 실물 자산, 즉 귀금속은 고객에게 

생명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Our fully owned value, The Safe House 

실버불리온의 더 세이프 하우스(The Safe House) 

 

(1) Motivated by our strong desire to protect the wealth of our customers we built our very own 

vault in Singapore called The Safe House. Guarded by armed Singapore auxiliary police, it has 

the capacity to store over 600 tons of precious metals.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자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에 The 

Safe House라는 자체 금고를 설립했습니다. 이 보관소는 전문 경비원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

되고 있으며 약 600톤 이상의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2) The Safe House is a tax free customs zone, ISO 9001 certified, has one of the industry's most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ies and comes with an integrated DUX testing lab. 

ISO 9001 인증을 받은 The Safe House는 자유무역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통합된 DUX 검사와 

함께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3) The Safe House eliminated the need to outsource to third party, globally operating, vault 

operators thereby avoiding the legal ambiguities of what would happen to stored bullion in 

case of a US or EU nationalization. 

The Safe House는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귀금속 보관으로 전세계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법률적인 모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Untouchable by bad governments and collapsing financial systems. 

부실한 정부와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보호. 

 

(1) Precious metals are stored as individual bars or coins in tamper evident bags (parcels) ranging 

from 100 grams to 1,000 troy ounces (32.15kg) having a minimum 99.9% purity and refined by 

LBMA/LPPM accredited refineries or by mints listed on the Singapore Investment Precious Metal 

coin list. Non-IPM bullion such as American Eagle gold coins are also available. 

The Safe House에 보관 중인 모든 귀금속은 최소 99.9%의 순도인 귀금속이며 싱가포르 투자

용 귀금속(Investment Precious Metals) 목록에 포함된 상품들입니다. LBMA/LPPM으로부터 인

증 받은 제련소 또는 조폐공사로부터 제작된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00그램부터 1,000

트로이온스(32.15kg)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봉인된 포장(Parcel)에 포장 되어 있으며 American 

Eagle과 같은 비투자용 귀금속(Non-IPM Metals)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2) Bullion parcels are uniquely identified physical property, audited, insured, guaranteed to be 

genuine and stored under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in our subsidiary, The Safe House. 

실버불리온은 보관중인 귀금속을 고유 능력으로 식별, 감사, 보험 및 진품 보장을 하며 이 모

든 상품들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실버불리온의 자회사 ‘The Safe House’에 보관됩니다. 

(3) These bullion parcels are deliverable on demand, can be bought and sold 24/7 online and can 

be used as collateral to easily obtain low interest peer to peer loans. Furthermore, you can 

transfer-in your existing bullion from other vaults or from your home. 

보관중인 귀금속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배송이 가능하며 연중무휴로 구입 ∙ 판매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출의 담보(P2P Loans)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이 타 보관소 또는 개

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귀금속도 실버불리온의 보관소로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SingaporeInvestmentPreciousMetal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https://www.thesafehouse.sg/documents/SDB_Brochure_15_August_2017.pdf
https://youtu.be/Odhif6ZfUoc


(4) 31,942 Bullion parcels, containing 8,972,724 troy ounces (279.1 tons) of precious metals are 

currently stored for customers and an additional 215,373 troy ounces (6.7 tons) of precious 

metals are stored by Silver Bullion as in-stock inventory, ready for sale. 

현재 실버불리온의 보관소에는 총 31,942개의 봉인된 포장(Parcel)에 8,972,724트로이온스

(279.1톤)의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으며, 215,373트로이온스(6.7톤)의 귀금속이 매장에서 언제든

지 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Precious metals offered. 

귀금속 특징 

 

 

Additional services. 

부가 서비스. 

 

Safe Deposit Boxes, a TSH Service 

대여 금고, TSH 서비스 

 

https://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es 

Understand Peer to Peer Lending 

개인간 대출 서비스 이해 

 

https://youtu.be/G7AkYM17NRk 

 

https://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es
https://youtu.be/G7AkYM17NRk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Gold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Silver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Platinum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Palladium
https://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es
https://youtu.be/G7AkYM17N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