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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헤지
금과 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보존되는 
희소한 실물 자산인 반면, 미국 달러, 엔, 유로 및 
위안과 같은 법정 통화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통계국에 의하면, 미국 달러는 
1913년부터 현재까지 구매력이 98% 이상이나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연 평균 3.2% 하락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금본위제를 실시했던 1913년부터 1971년까지 58
년간 달러는 꾸준히 30%의 구매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통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금 태환을 포기한 
이후부터 정부의 적자와 화폐의 발행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19년까지 달러 구매력은 
1971년 가치의 4%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실물 금과 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유는 실물 금과 은은 공급이 
제한적인 자원으로서 그 희소성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금속을 보유한다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며, 특히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은 통화위기 시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자수단입니다.

“금은 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경우, 금 재고는 다시 새롭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금이 있다는 것은 신뢰를 하게끔 
해줍니다” - 네덜란드국립은행 
2019년 10월

금융위기 헤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며 금과 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아닌 안전한 
사법 관할권으로부터 보호받는 민간 기관에 
금과 은을 비롯한 사적 재산을 보관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간편성은 복잡한 리스크 구조를 포함한 
전형적인 금융 상품과는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금융 상품들은 결국은 부채에 
의해 구동되는 복잡하고 취약한 금융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담보가 없는 채권입니다.

해당 거래 사슬에 엮여있는 고리 중 한 고리에서 
채무 불이행이 생길 경우 문제는 순식간에 퍼질 
것이며 기타 참여자의 유동성 문제를 초래하여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은 화폐가치가 떨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고 제3자 신용도에 전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 금과 은을 보유한다는 것은 화폐가치 

Aga in s t

니켈 보유 이유

2차전지 원자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12%
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였고 프랑스 및 영국 
정부는 2040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신규 
매매를 중단할 계획이며,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이 전기차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연간 니켈은 대부분 스테인레스강 
합금소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스테인레스강에 
들어간 니켈은 대부분 Class Ⅱ 니켈로서 순도가 
낮아 2차전지 배터리 소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양극재로 황산니켈(NiSO4)이 
사용되고 황산니켈은 주로 고도로 정제된 Class 
Ⅰ 니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황산니켈은 고농도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함량의 
증가는 2차전지의 성능과 수명을 제고 시키는 
동시에 단가도 낮춰줍니다. 그러므로 Class Ⅰ 
니켈에 대한 산업적 수요는 미래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광산 회사는 니켈을 더 많이 
채굴하십시오. 니켈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채굴한다면 
테슬라는 오랜 기간동안 엄청난 
계약을 선사할 것입니다.” - 일론 
머스크 2020년 8월

하락과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은행가 J. P. Morgan의 유명한 연설 중 
하나인 1912년 국회 연설에서 “금은 즉  돈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금은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화위기 헤지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증가하는 재정적자, 심해지는 달러 
정치화로 인해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들이 공동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신은 미국 달러화의 탈출 러시를 야기할  
것입니다. 탈출 러시는 천천히 진행되거나 
갑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물 
금과 은을 보유한 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몇 안되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현재 투자자들이 아직 귀금속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혜택이 증폭될 
것입니다. 1980년대 귀금속 보유률은 전체 
포트폴리의 8% 정도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미국의 투자가능 자산의 0.5% 밖에 안됩니다.

주식, 채권, 화폐와 달리 실물 귀금속은 마음대로 
찍어내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평균 
수준으로 귀금속 수요가 16배 증가한다면, 막대한 
부가 귀금속 보유자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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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V Korea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해외 보관 
골드·실버 및 2차전지 원자재  (Class Ⅰ 
니켈) 실물 상품입니다. 고객은 국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만으로는 헤지가 불가능한 
거래상대방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체계적 리스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골드·실버는 긴 세월 동안 안전한 가치저장 
수단임을 입증 받았고 실버·니켈은 중요한 
산업용 소재로서 기술발전과 더불어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SGDV 
Korea의 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하는 

상품입니다.

SGDV
상품 및 서비스 특징

SGDV 상품 특징 개요

SGDV 골드·실버 특징

100% 달러 자산:  달러는 대표적 기축통화이며 
국내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은 대체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원화로 구입한 
SGDV Korea의 투자용 귀금속 및 2차전지 
원자재를 매각할 경우에는 미국 달러로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해외 보관 자산: 한반도는 휴전 중인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열전 (Hot War)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또한 
골드에 비해 저렴하고 부피가 큰 실버의 국내 전문 
보관처 부재로 인하여 SGDV는 해외 구매 및 보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00% 실물 자산: 디지털자산 (해킹 및 조작 
리스크에 취약)으로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또한 실물 자산은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원의 희소성 원칙에 의해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LBMA 인증 상품: 런던귀금속협회 (LBMA) “Good 
Delivery List”에 등재된 제련소의 고순도, 표준화된 
골드·실버 상품만 취급합니다. 런던귀금속협회
(LBMA) 인증 상품은 고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높은 신뢰성과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낮은 매입 가격: 런던귀금속협회 (LBMA) 인증 
고순도 골드·실버는 싱가포르에서 IPM (투자용 
귀금속)으로 분류됨으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IPM (투자용 귀금속)에 대한 
관세와 양도세도 면제됨으로 낮은 매입가와 높은 
매도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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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V 니켈 특징

CLASS Ⅰ 니켈: Class Ⅰ 니켈은 순도가 
99.8% 이상인 니켈, Class Ⅱ 니켈은 순도가 
99.8% 이하인 니켈을 말합니다. 순도가 보다 
높은 Class Ⅰ 니켈은 스테인레스강, 합금, 도금, 
주조, 배터리 등에 다양하게 쓰이지만 순도가 
낮은 Class Ⅱ 니켈은 주로 스테인레스강 생산에 
쓰입니다. Class Ⅰ 니켈은 주로 중국, 러시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Class Ⅱ 니켈은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EV 배터리 원자재: 전기 자동차의 리튬 이온 
전지 양극재로 황산니켈 (NiSO4)이 사용되고 
황산니켈은 주로 Class Ⅰ 니켈에 황산을 
첨가하여 만들어집니다. NCM (니켈, 코발트, 
망간)/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 주 
원료인 Class Ⅰ 니켈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며,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Class 
Ⅰ 니켈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 수요 증가: 전기 자동차를 포함하여 2
차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사용을 줄이고 니켈 비중을 높인 이른바 하이니켈 
양극재 상용화를 놓고 2차전지 업체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이러한 2차전지의 광범위한 
사용과 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힘입어 배터리 
향 니켈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맥킨지앤컴퍼니 또한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2020년 15만 톤에서 2030년 110만 톤으로 일곱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T.A.R. 보관 서비스: SGDV Korea S.T.A.R. 
보관 서비스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귀금속 
특화 보관업체 (The Safe House)와 공동으로 
한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싱가포르 전문 보관 
서비스입니다. 이는 고객이 개인 금고를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 문제,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했을 때의 보관 아이템 제한 문제 및 보관 
용량 부족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 마땅한 실버 
보관처를 찾아볼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골드·실버 담보대출 에스크로 서비스: SGDV
는 S.T.A.R.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및 해당 고객이 지정한 대여자의 공동 동의 
하에 골드·실버 담보대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 SGDV
는 잠재적 대여자를 소개드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중개수수료/ 보상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주로 담보대출의 
안전성과 규범화를 보장해 줌으로써 SGDV를 
통해 골드와 실버를 구입한 고객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과 분리된 보관 서비스: 은행 
예금을 하는 것은 은행의 채권자로 되는 
것이며, 자산에 대한 고객의 분리 소유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귀금속 업계의 대부분 
유통업자/보관업자도 이러한 IOU (I owe you)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GDV Korea 
S.T.A.R. 보관 서비스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재산을 단 하나 밖에 없는 코드가 찍힌 
소포에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소포의 

SGDV 서비스 특징 개요

S.T.A.R. 보관 서비스 특징

소유권은 유통업자/ 보관소업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법 관할의 보관 서비스: SGDV Korea 
S.T.A.R. 보관 서비스는 글로벌 보관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Force Majeure Clause, 
즉 기타 국가의 강제적 행정 명령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사적 
재산 보호에 대한 법률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이며, 예로부터 수립해온 이러한 국가 
이미지를 포기하고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계 표준을 초월하는 Lloyd’s 보험: SGDV 
Korea S.T.A.R. 보관 서비스 운용업체인 
The Safe House SG의 보관소는 보험 
조사관으로부터 “No Improvement Required 
Recommendations (추가 개선 요구 사항이 
없음)” 평가를 받아 낮은 비용으로 더욱 포괄적인 
보험 계약을 취득하였습니다. 보험 항목은 크게 
제3자 도난, 내부자 부정 및 원인불명 분실 등 3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목은 
원인불명 분실인데 이는 다른 보관 서비스와 
차별화된 포인트 입니다.

DUX 검증 기술 기반의 진품 보장: SGDV 
Korea로부터 구입 또는 보관된 귀금속은 각국 
조폐국에서 직 배송 되었거나 DUX 검증을 
거쳤음을 보장합니다. DUX는 Density (밀도), 
Ultrasound (초음파) 및 X-Ray (엑스레이)의 
약자로 골드, 실버 등 귀금속의 고유 물리 속성을 
토대로 진위·순도를 검증하는 비 파괴식 테스트 
방식입니다. 2012년에 개발된 DUX 테스트에 
Magnetism (자력) 및 Electric Conductivity         
(전도율) 테스트를 추가하여 현재는 5단 
테스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개별 소포 추적 & 정기 감사 실행: 고객 
개개인의 분리 소유권이 보장되는 만큼 고객의 
자산은 고유 코드가 찍힌 소포에 보관됩니다. 
고객 자산 소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The Safe 
House 내부자 감사, 제3자 귀금속 감사인 
감사와 회계법인 (Ernest & Young LL) 감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 이외에 고객이 요청할 경우, 
SGDV Korea 또는 그 위탁 감사인의 감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고객 개인도 직접 
보관소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위임하여 수시로 
자산에 대한 확인과 감사가 가능합니다.



Best
P a r t n e r s
With the

회사개요: 2009년에 설립되어 싱가포르 법무부의 
귀금속 딜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골드·실버를 비롯한 투자용 귀금속 및 
니켈을 비롯한 2차전지 원자재의 딜링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특징: 고객의 완전 분리 소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체계적 리스크 헤지 방안을 제공합니다 (체계적 
리스크에는 거래상대방,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전쟁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타사업: Sell-back 서비스, 그리고 P2P 담보 
대출  마켓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에게  실물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재무현황: 양호한 재무구조, 안정적인 
매출이익, 철저한 내부 및 외부감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개요: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SGX) 메인보드에 상장된 
상장사 (A30. SI)입니다.

참조사항: 싱가포르에서 제일 처음으로 
메인보드에 상장한 주얼리 및 귀금속 유통·
판매회사 입니다.

사업내용: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호텔   
및 리조트 경영 등 사업을 글로벌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구조: 3개의 메인보드 상장사 및 Silver 
Bullion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현황: 2019년 기준, 자산규모는 
약 1.4조 원, 매출규모는 약 5천억 

원으로써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개요: IT 시스템 개발업체로서 
전자상거래와 보관소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SH Vault System: 고객 개개인의 분리 
소유권을 보장하는 보관소운영 시스템입니다.

Retail POS: CRM (고객관리), 재고관리 
및 재무관리 솔루션이 종합적으로 탑재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입니다.

Peer to Peer Lending: 골드와 실버 등 실물 
동산을 담보 물건으로 설정하는 P2P 담보대출 
중개 시스템입니다.

Gramchain: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을 기존 
RFID, DUX 및 P2P 시스템에 접목시킨 Asset 
Tracking (자산추적) 시스템입니다.

회사개요: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국세청의 면세구역 라이선스를 
획득한 보관소입니다.

사업내용: 국제 ISO-9001 인증을 획득한 귀금속     
(골드·실버·플래티늄) 특화 보관소입니다.

사업특징: 그 어떠한 분실 조건하에서도 Lloyd’s의 
Full Coverage 보험이 적용됩니다.

감정기술: 자체개발 DUX 검증 기술로 입고하는 
귀금속의 진위·순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추적기술: RFID 기술로 보관소 내 고객 자산소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정기적 감사를 수행합니다.

보관용량: 보관용실버 630톤, 골드·플래티늄 30
톤을 수용할 수 있고 금고 705개를 보유 중입니다.

SILVER BULLION ASPIAL

LITTLE BIT
THE SAFE 
HOUSE SG 

싱가포르 파트너사 소개



SGDV PTE LTD는 SILVER BULLION PTE LTD와 FIS INVESTMENT 
PARTNERS PTE LTD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인트 벤처입니다. 
SGDV KOREA CO LTD의 홀딩컴퍼니이자 골드·실버 및 2차전지 
원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해당 상품에 대한 보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SGDV KOREA CO LTD는 SGDV PTE LTD의 자회사이자 SILVER 
BULLION PTE LTD 및 THE SAFE HOUSE SG PTE LTD의 대한민국 
독점판권 및 기타 국가/지역 일반 판권을 획득한 한국 법인으로서 
골드·실버 및 2차전지 원자재의 딜링 (유통)과 보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THE SAFE HOUSE 및 SILVER 
BULLION PTE LTD의 한국시장 개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GDV 회사정보 소개

SGDV PTE LTD 소개

SGDV KOREA CO LTD 소개

SGDV 회원정책 소개

개인, 법인, 동호회 및 기타 단체에서 회원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등록을 한 후, 골드·실버·니켈 등을 누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일
할 경우, Tier 1 ~ Tier 5에 따른 할인등급이 주어집니다.

할인등급 최저(>=) 최고(<)

Tier 1 - 5천만원

Tier 2 50천만원 1억원

Tier 3 1억원 2억원

Tier 4 2억원 3억원

Tier 5 3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