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ICK

2. ORDER

3. DELIVER

SGDV Korea 홈페이
지 컨택/견적문의 페
이지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
하고 견적서 획득

대금 납부 후 사전
에 발급받은 견적서

주문 완료 후, Silver
Bullion 및 The Safe

에 사인하고 SGDV
Korea 이메일로 발

House 계정을 개설
하여 구매한 상품 및

송하여 주문을 확정

서비스에 대해 확인

Homepage: www.sgdv.co.kr | E-mail: info@sgdv.co.kr

| Kakao: SGDV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주식회사 에스지디브이코리아

居安思危、思則有備、有備無患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고,
위험을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

카탈로그

1. 실버코인 캐나다 메이플 리프 2016 1 oz
최소보관: 500개 | 최소배송: 개별문의

2. 실버코인 영국 브리타니아 2020 1 oz
최소보관: 500개 | 최소배송: 개별문의

3. 실버코인 아메리칸 이글 (다양) 1 oz
최소보관 500개 | 최소배송: 개별문의

4. 실버코인 호주 캥거루 2020 1 oz
최소보관: 250개 | 최소배송: 개별문의

5. 골드코인 캐나다 메이플 리프 (다양) 1 oz
최 소 보 관: 1 0 개 | 최 소 배 송 : 개 별 문 의

6. 골드코인 영국 브리타니아 2020 1 oz
최소보관: 10개 | 최소배송: 개별문의

7. 실버바 영국
존슨매티 100 oz
최소보관: 5개
최소운송: 개별문의

8. 실버바 터키
나디르 5 kg
최소보관: 1개
최소배송: 개별문의

9. 골드바 스위스
메탈로르 1 kg
최소보관: 1개
최소배송: 개별문의

10. 골드바 스위스
아고르 100 g
최소보관: 1개
최소배송: 개별문의

카탈로그

11. Class Ⅰ 니켈 드럼 250 kg
최소보관: 1 개 | 최소배송: 개별문의

Class Ⅰ 니켈 수요 증가 전망
2차전지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하이니켈 수요
급증: 2차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기기
에서부터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사용됨(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76호). 맥킨지앤컴퍼니는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2020년 15만 톤에서
2030년 110만 톤으로 일곱배 이상 늘어날 것
으로 전망(한국경제 2020.9.4)
현실적 사례: 테슬라도 전기자동차와 수직 계
열화된 배터리 설비를 기반으로 SolarCity를
인수하여 Solar Panel과 ESS 사업진출을 통
해 사업 다각화를 거듭하고 있음(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76호). 워런 버
핏 벅셔헤서웨이 회장은 최근 아프리카 마다
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최대주주인
일본 스미토모상사의 지분을 매입함. 이에 마
이클매켄지 파이낸셜타임즈 컬럼니스트는
“버핏이 금융시장의 변동과 원자재 가격의
상호관계에 주목해 원자재 사업에 강한 일본
무역상사 지분을 사들였다＂고 분석함(한국경
제 2020.9.4)

고성능 2차전지 필수 자재
니켈의 필요성: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머스크
는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모든 광산 회
사에서 니켈을 더 많이 채굴해 달라고 니켈의
중 요성을 다 시 한 번 강조하였음 (한국 경제
2020.08.28). 지난 수십년간 니켈은 대부분
스테인리스강 합금재로 쓰였으나 전기차 배터
리의 핵심 소재로 자리를 잡으면서 NCM 배터
리의 주 원료인 니켈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전기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니켈은 전기차의 주행거
리를 좌우하는 핵심 소재임(조선비즈
2020.9.6)
2차전지 기술의 트렌드 변화: 2차전지는 양극
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4가지 구성부분으
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소재 경쟁이 가장 치열
한 영역은 양극재임. 특히, 코발트 사용을 줄이
고 니켈 비중을 높인 이른바 “하이니켈”양극
재 상용화를 놓고 2차전지 업체들의 경쟁이 치
열함(조선비즈 2020.8.13). LG화학과 SK이노
베이션도 니켈 함량을 90% 이상까지 높인 제
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함(한국경제
2020.8.28)

12. Class Ⅰ 니켈 벌크백 2 ton
최소보관: 1 개 | 최소배송: 개별문의

주문절차
1. PICK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 SGDV 홈페
이지/카달로그에 나열된 상품을 선택.
또는 그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
우 , Silver Bullion Pte Ltd 홈 페 이 지
(www.silverbullion.com.sg)를 통해 구
매 가능한 아이템을 확인하고 수량을 선
택. 상품 선택 후, 싱가포르 The Safe
House에 보관할 것인지, 타국가/지역
(한국 포함)으로 배송할 것인지 선택.
홈페이지 통해 견적서 요청: SGDV 홈페
이지→회사소개→컨택/견적문의를 통해
성함,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입
력하고 상품명, 수량, 보관/배송 서비스
관련 항목을 선택/입력 후 견적서 발급
요청을 제출하시길 바람. 견적서 발급은
평일 오전 09:00~12:00에만 가능. (리
스트에 없으나 Silver Bullion 홈페이지
에 있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SGDV 홈페이지→회사소개→컨택/견적
문의→기타문의로 상품명, 수량, 보관기
간/배송주소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견적문의를 주시길 바람.)

2. ORDER
상품 및 서비스 대금 입금: 견적서 유효기
간은 발급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며, 해
당 기간 내에 고객이 주문한 상품과 서비
스의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SGDV 계
좌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견적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금주:
주식회사 에스지디브이코리아, 하나은행:
106-910034-85804)
견적서 사인 및 정보 전달: 입금 완료 후
상품명, 수량, 보관/배송 서비스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된 견적서에 사인하
여 SGDV 이메일(info@sgdv.co.kr)로 그
사본을 제출하셔야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정됨. 보관 서비 스를 이용 할 경우,
Silver Bullion 및 The Safe House 의
KYC 절차로 개인 회원은 SGDV에 거주
주소, 여권 및 통장 사본; 법인 회원은
21% 이상 지분 소유 주주정보(성함 및
국적), 계정관리자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여권사본), 영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
장 사본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함.

매매계약서 및 신청서 전달: 주문이 확정
되면, 고객은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주문확
정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며, SGDV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추가로 서비스
가입 신청서와 지정 소포(Parcel) 양도 폼
을 받게 될 것임. 해당 매매계약서, 서비스
가입 신청서, 그리고 소포 양도 폼에 사인
하여 SGDV 이메일(info@sgdv.co.kr)로
그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

3. DELIVER
Silver Bullion 및 The Safe House 회원
가입: 주문이 확정되고 매매계약이 체결
되면, SGDV는 고객의 Silver Bullion 및
The Safe House 회원가입 절차를 대행
할 것임. 회원의 계정이 개설되고 상품
및 서비스 인도가 완료되면, SGDV는 고
객에게 ID와 초기설정 비밀번호를 제공
할 것이며, 그 후 고객이 자체적으로 비
밀번호를 수정할 것을 권장 드림.
구입 상품 및 서비스 확인하기: 상품 및
서비스의 인도가 완료되면, 싱가포르 보
관 서 비 스 를 선 택 한 고 객 은 Silver
Bullion 및 The Safe House 개인 계정을
통해 인도 받은 상품의 사진, 인보이스,
보험증서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탁
국가/지역(한국 포함) 배송 서비스를 신
청한 고객은 필요한 통관절차 및 부가세
납부 후 실물을 받아볼 수 있음.

인보이스(샘플)

E
INVOIC

일자:
시점:
인보이스 번호:

2021-01-12
오전 11:10:00
2021011201

보관 주소:

배송 주소:

The Safe House SG Pte Ltd. S.T.A.R. Storage

The Safe House SG Pte Ltd. S.T.A.R. Storage

적용등급:
기준환율:
골드스팟:
실버스팟:
니켈스팟:
상품명

순도

상품단가

보관단가

보관기간

Tier 3

보관수량

1,110.90

KRW

1,851.30
25.21

USD
USD

17,558.06 USD
Total

실버코인 호주 캥거루 2020 1 oz

.9999

36,222

300

1년

250

9,130,529

실버코인 캐나다 메이플 리프 2020 1 oz

.9999

37,424

300

1년

500

18,862,194

실버코인 영국 브리타니아 2020 1 oz

.999

37,439

300

1년

500

18,869,637

실버코인 아메리칸 이글 2020 1 oz

.999

39,743

300

1년

500

20,021,515

실버바 존슨매티 100 oz

.999

3,132,782

31,104

1년

5

15,819,430

실버바 나디르 5 kg

.9999

5,138,212

50,000

1년

1

5,188,212

골드코인 호주 캥거루 2020 1 oz

.9999

2,291,066

9,000

1년

1

2,300,066

골드코인 캐나다 메이플 리프 2020 1 oz

.9999

2,291,066

9,000

1년

1

2,300,066

골드코인 영국 브리타니아 2020 1 oz

.9999

2,291,066

9,000

1년

1

2,300,066

골드바 메탈로르 1 kg

.9999

68,435,309

300,000

1년

1

68,735,309

.9999

6,918,755

30,000

1년

1

골드바 아고르 – 해레우스 100 gram

6,948,755

상품가액

₩169,388,260

보관비용

₩1,087,518
(₩0)

VAT 10%(배송상품 관련)
고객이 지급하는 총비용

₩170,475,778

보관 기간이 "- 년"일 경우, 타국가/지역(한국 포함)으로 배송함을 의미하며 VAT가 추가됩니다.
타국가/지역(한국포함)으로 배송할 경우, 운송료 및 관세, 통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연간 보관수수료(보험료 포함) 골드는 그램당 300원, 실버는 그램당 10원, 니켈은 250 킬로그램당 70,000원

(Purchaser Signature)

회사명칭
회사주소
사업자번호
컨택메일
홍페이지
은행계좌

(Seller Signature)

주식회사 에스지디브이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 아이에프씨 43층
638-88-01781
info@sgdv.co.kr
www.sgdv.co.kr
KEB 하나은행: 106-910034-85804

Manage Holdings

보험증서

보험증서

상품사진

MET-X6178**
8187-40**

상품사진

SB214573**
9157-40**

상품사진

SB189042**
8389-12**

상품사진

SB200123**
8289-75**

독점 판권증서

DON’T
PUT YOUR EGGS IN ONE BASKET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www.sgdv.co.kr

www.silverbullion.com.sg

www.thesafehouse.sg

www.littlebit.sg

www.aspi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