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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NTRODUCTION)
TGK Gold LLC는 알래스카 해양 골드 광업회사로서 Nome, Alaska의 바다 연안에서 GOLD를
채굴하는 회사입니다. TGK Gold LLC는 Nome City 해안에 Gold 광상 필드 3개 그룹의 23,00
0 에이커 (9천3백만㎡) 이상의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허가된 해양 골드 광상에 대한 채굴권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TGK의 설립자는 Nome, Alaska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광부 중
한사람으로 지칭 되고 있습니다. TGK Gold LLC 운영자는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TGK를 2025년까지 알래스카의 5대 광산 운영 업체 중에 가장 유력한 광업회사로 성장시
킬 계획입니다.

해양 사금의 채굴 확대 생산자금 조달 유치
Funding the construction of a gold mining operation is expensive:
TGK Gold LLC는 알래스카 해양골드 광업회사로서 Nome City 해상의 넓은면적에
대한 Gold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TGK Gold LLC는 매 해마
다 해양 광상의 채굴 영역을 확
장하고 있으며, Gold 생산량을 높
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해양

사금 광상의 채굴 작업을 확장
하여 Gold를 매입하려는 소비자
와 애호가의 요구에 충족하려 노
력하는 중입니다. 또한 채굴 장비
자체가 자갈이나 모래 등의 암석
이나 흙을 해저에서 끌어 올려
걸러내는 작업이므로 장비의 소
손과 소모가 심하여 새로운 장비
를 구입해야 하고 작업 용도에 맞게 새롭게 개발 제작하기도 하므로 시간과 자금
의 소요가 필요하며 소모품을 구입하고 광산 현장으로 운반 설치하여 Gold를 채
굴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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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funding for a mining operation can be difficult:
▪ 광업회사에게 시중의 많은 은행들이 대출금을 진행하기에는 대형 광산 업체가
아니기에 충분한 순수익을 얻을 때까지는 금광 기업에 대해 많은 대출이나 기
존 대출 이외의 추가 대출을 하지 않으려 하며, 또한 기존의 자금 대출 확장 비
율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중 소규모의 광업회사에서는 해양 사금 채굴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
양 사금 광상에 대한 미국 및 캐나다 정부가 정의한 확정 산출량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중 소규모의 광업회사로서 골드의 산출량으
로 일반 기업의 대차 대조표의 이익 구조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중 소규모의 해양 사금 광업 회사는 대출 기관의 요구에 충족할 요건이 낮아서
은행이 좋아하는 기존 범주에 완전하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양에서 채굴하
는 장비들은 특수하게 전문적인 부분이기에, Gold를 채굴하는 Nome, Alaska가 아
닌 은행 소재지인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비를 담보로
대출을 위한 가치는 아주 낮습니다.
▪ 중 소규모의 해양 사금 광업 회사를 운영하는 광부들은 금을 채굴하기 위해 장비
를 구입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금을 산출하는 즉시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
를 원하며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입니다.

Buying gold is expensive:
일반적으로 골드를 사고 싶은 소비자
와 애호가는 구입할 수 있는 소량의
적절한 가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충
분한 금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애호가들이 금을
구매하려 돈을 절약하여 모으는 동안
골드의 가격변동으로 많이 오를 수
있어 구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소
액으로 작은량의 금을 소비자와 애
호가는 가격을 낮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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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ing gold in small quantities is time consuming:
중 소규모의 해양 사금 광업회사의 Gold 광산 업체들로서는 채굴된 Gold를 소량 판매
할 경우에 값을 높게 받지만 그에 상응하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대량 산출되고 있는 Gold를 도매상 또는 Gold 제련 업체에 판매권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판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TGK Gold LLC에서는 유통구조를 바꾸는 방법의 새로
운 방안으로 블록 체인 암호 화폐를 매체로 하여 코인에 투자하고 코인을 소지하신 분들
에게 Gold의 매입 권한을 안정적으로 부여하면 다양하고 넓은 소비자와 애호가들을 유치
하여 자금을 투자 받아 채굴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양의 Gold를 채굴하
고자 한다.

사업비전및목표

인간 행복의 우선 가치를 중시 하는 신기술 융합 선도 개척
4차 산업 혁명의 선구자

기술 개발로서 미래 혁신

세계로 생각의 뜻을 펼치고 미래를 창조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서비스, 창조적인 신기술의 미래 시장 개척
고객, 사회, 임직원의 안정된 가치 연결을 구축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류 번영을 위한 미래 창조

“Innovation for Humanism”
Humanism

Innovation

Create future
value

TGK GOLD COIN

4

THE SOLUTION
Singapore 소재 TGK Gold Coin에서는
Nome, Alaska의 TGK Gold LLC와 손
잡고 Blockchain cryptocurrency를 발

행하였고,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골드
를 선호하는 소비자와 애호가들을
위하여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에 한하여 본인의 코인 소유한도 만
큼 골드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며
2년 정도의 기간 내에 코인으로 골드
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블록 체인 암호 화폐를 이용하여 안
정적인 골드에 투자를 달성하고 미
래의 자산가치로 축적하고 싶은 매
력적인 금을 소유하는 자신감으로
소비자와 애호가들에게 깊은 신뢰와 정확하고 정직한 스케줄을 제시하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TGK Gold Coin의 소지자 분들께는 최소의 적은 양
의 Gold라도 물리적 배달에 대한 골드 공급 계약을 제공하겠습니다.

What is a Forward gold contract:
▪ 알래스카 해양 사금 광업 회사의 채굴 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지
출 및 운영 경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광산 산업의 채굴 방법에서
신기술 개발로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골드를
공급한다.
▪ TGK Gold Coin의 골드 공급처에서 골드를 매입을 위해 현금으로 예치하여
금을 사거나 또는 팔려고 하는 두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양자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중재하고 공정하게 거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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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거래 계약서는 미국에 규정되어 있는 Gold 공급 계약의 SEC가 정의한 규
제의 보안 사항이 아닙니다.
▪ TGK GOLD Coin의 Gold 거래 계약서는 미국의 CFTC에서 정의한 선물 거래가
아닙니다.

What is BlockchainTechnology:
▪ 블 록 체 인 (blockchain) 의 암 호
화폐(cryptocurrency)는 주위의
블록과 연동되어 있기에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주위의 블록에 메
시지가 기록되고 추가되며 모든
거래는 디지털화 되므로(비 집
중화 된) 누구나 색인 할 수 있는
공개 원장입니다. 누구나 간략하
지만 명확한 계약을 통해서 이
분산 원장 기술 (DLT)을 사용하
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디지털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개별
노드)는 디지털 통화(토큰)내에
서 트랜잭션을 증명하고 확인하
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모든 데이터나 문서는 디지털화 되고 코드화 되기에 블록 체인에 삽입되어 되돌
리거나 변경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레코드를 만듭니다. 레코드의 신뢰성은 통
제 되어 있는 단일 중앙 권한 대신 블록 체인을 사용하여 전체 커뮤니티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Link to Investopedia definition:
https://www.investopedia.com/terms/b/blockchain.asp
▪ 스마트 계약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는 TGK Gold Coin 블록 체인을 사
용하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계약을 용이하게함으로써 트랜잭션을 단순화하
고 효율성을 높이며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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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or the goldbuyer:
▪ Gold 구매자는 미래의 공급받는 날짜에 Gold의 생산 일정이나 천재지변 및 기상
상황 등으로 골드 수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배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할인 된
가격으로 Gold를 살 수 있습니다.
▪ Gold 구매자는 다양하게 할인 된 가격이거나 적은 금액의 소량의 증분으로 Gold를
살 수 있습니다.
▪ Gold 구매자들은 대량의 거래 및 운송 비용없이 채굴 작업에서 산출되는 Gold를
직접 구매(채굴자와 소비자)할 수 있습니다.
▪ Gold 구매자는 Gold를 구입하기 위해 공급처에 Gold의 평균 구매 비용을 지불한
다음 Gold 채굴이 진행되어 계약이 완료되어 지정된 날에 납품 받을 수 있습니다.

Good for the gold mining operation:
▪ Singapore소재 TGK Gold Coin(rcline
holdings PTE. LTD.)서 Alaska Nome
City의 TGK Gold LLC에게 타 회사보
다 신속하게 확장 자금을 지원 하여
Gold의 생산량을 늘릴 것 입니다.
▪ Alaska Nome City의 TGK Gold LLC에
서는 TGK Gold Coin에서 투자하는
자금을 받기로 되어있으며, 미래에
산출되는 Gold는 TGK Gold Coin에
공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Gold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국가는
TGK Gold Coin을 주 공급 국가로 진
행 하고 있는 일본이 첫번째 국가이
며, 추가로 홍콩과 싱가폴, 한국으로
예정되어 있다
▪ TGK GOLD Coin을 구매하여 소지하
고 있는 분에게는 Alaska에서 산출
되는 Gold를 간편하게 계약하고 할
인된 가격으로 공급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 애호가들에게 자산 축적을 위한 상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서로에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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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K GOLD Coin을 소지하고 Gold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에게 채굴 광부는
전반적인 Gold 생산 기록들을 제공하고 추적하게 하며 많은 시간을 들이
지 않아도 소비자와 애호가가 원하는 양의 Gold를 직접 공급 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ABOUT THE BLOCKCHAINTOKEN
TGK Gold Coin은 Ethereum ERC 20 Source로
프로그래밍 되었으며 Ethereum 네트워크에
서 사용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Singapore 소재의 rcline Holdings PTE. LTD.와
Alaska Nome City의 TGK Gold LLC와 손잡고
TGK Gold Coin을 발행했으며, 이를 공급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
본과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바레인, 아랍에
미레이트,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등 이외
다수의 국가에 공급합니다.

TGK Gold Coin은 골드의 소비자와 애호가를 위하여 골드의 채굴을 확장하고 다양
한 방법으로 공급하여 시장을 주도하므로 소비자와 애호가들에게 혜택을 드리려
합니다.

Some of the token features will include:
▪ Currency supply : TGK Gold Coin – 3 billion
▪ Coin name : TGK GOLD Coin
▪ Coin symbol : TGK
▪ Currency introduction : TGK Coin for the distribution of Alaska Mining Gold
▪ Market circulation : 35 million
▪ Official holdings : 10 million
▪ Official Website : https://tgkgold.net/
▪ Based Chain : Ethereum ERC 20
▪ Web Wallet : http://13.124.229.204/

(OS: iOS, Android, Windows)

▪ Wallet Android : http://13.124.229.204/download/com.tgk.wallet.android.apk
▪ Block Generation Mechanism : PoW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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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chain servers : Amazon Web Server (AWS)
▪ Kernel algorithm : Script
▪ Whitepaper : https://tgkgold.net/files/tgk_gold_coin_whitepaper_kr-1.37.pdf
▪ Block size : 1M
▪ Block Speed : 60 secs
▪ Exchange Current price : US$20.00 (20,000 won)
※ TGK Gold Coin의 가격은 거래소 상장하여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기에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는 타깃 프라이스가 US$20.00로 산정하고 있으
므로 US$20.00을 액면 가격으로 접근 되어 거래소 상장 되겠습니다.

SALE PRICEGOLD:
TGK Gold Coin에서 Alaska에서 산출되는 Gold를 공급하는 가격은 판매되는 시점으로
가장 최근의 런던 PM 고정 Gold 시세의 가치 할인율에 따라 매매하게 됩니다.

[

London PM

Fix for Gold

(

]÷ e

15% ×

(

(Number of days from today until
December 1, 2023) ÷ 365.25

))

SALE PRICE % OF GOLD PRICE OVER TIME

PERCENT OFFMV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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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TGK Gold Coin을 소지한 Gold 구매자에게는 별도의 구매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구
매하는 가격은 구매 시점의 금시세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TGK Gold Coin에
투자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Gold의 할인율은
런던 금시세 대비 -13%의 평균을 예정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런던 고정 금시세의
-10~20%확정) (알래스카 놈에서 산출되는 자연산 Gold의 동일한 순도로 공급)

PURCHASE PRICE:
TGK Gold Coin에서 Gold 구매를 예약할 때 구매자의 요구만큼의 Gold를 구매하려는
가장 최근의 런던 PM Fix for Gold 시세를 기반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를 제안
할 것입니다.

[

London PM

Fix for Gold

]× (

) ÷(

)

Number ofounces in

Forward Reserve

Forward Reserve

Target Size

PURCHASE PRICEPROJECTION,
% OF GOLD PRIC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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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K GOLD LLC.HISTORY
AND ROADMAP
▪ 2006 ~2019 년 : 알래스카의 골드 너싱 (Nome, Alaska)에 대한 광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개발하여 13년간 소규모 운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
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 2016 년 : 골드 채굴 광업 회사 확장 설립 TGK Gold LLC.
▪ 2016 년 : 골드 채굴 권리 보유자로부터 2만 3천 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채굴할
수 있는 금광 운영자 계약을 완료 이것은 Nome 근해 지역의 금광 채굴 지역보
다 5 배 더 많은 영역입니다.
▪ 2018 년 3 월 : 싱가포르 rcline holdings PTE. LTD.와 지분을 교환 하고 TGK Go
ld Coin을 제작하였으며, 일본 시장에 진입하여 Gold 구매자에게 직접 구매 예약
을 받아 계약을 하여 Gold를 판매함으로서 자본을 확장 하겠습니다.
▪ 2018 년 6 월 : 대형 해양 채굴선 1
척을 건조 작업 시작.
▪ 2019 년 6 월 : 신규 건조된 채굴
선박으로 알래스카의 놈 해안의 광
상에 대한 채굴을 시작.
▪ 2019 년 6 월 – 2023 년 11 월 : 해
양 광상의 채굴 작업을 수행하고
채굴된 Gold의 일부인 구매 계약된
Gold를 예비 금고에 보관합니다.
▪ 2020 년 1월 1일 ~ 2023 년 12 월
1 일 : 계약서 인도일, 구매자에게

채굴된 Gold를 제공하여 계약 상환
을 시작.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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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COMPANY
THE PEOPLE
★ ANDREW는 13 년의 경험을 지닌 해양 채굴 Golld 광부로서, 해양 광상을 선박을 다양하 게
사용하여 Nome, Alaska의 해양 광상 작업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채굴용 광
업 선박은 그로 인해 설계되고 건조되었습니다. 그는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에서 컴퓨터
운용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6인치, 8인치 및 10인치 다이버로 작동하는 흡입 장치와 18인
치 원격 제어 흡입 타입 채굴선으로 금을 채굴했으며, 그는 채굴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NDREW는 13년 동안 Nome, Alaska 해양의 골드 필드를 채굴했습니다. Andrew는 Nome,
Alaska 연안의 세 개의 그룹 광업 리스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16,579 에이커
의 대단위이며, 다른 하나는 2,742 에이커 입니다. 또 하나는 4,000 에이커 추가되었습니다.
★ REBECCA는 해양 Gold 채굴 광산에서 3년의 경험을 쌓았으며, 회사경영 회계에서 6년 경력
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7학년 수학 교사로 2년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Southern Or
egon University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와 Teaching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CHARLES은 수중 수상 용접전문가이며 승무원 책임자입니다. 그의 공군 경력은 다양한 기
술을 망라했습니다. 물류 관리, 지점장, 생산 감독관, 프로젝트 관리 및 항공 승무원 등이 포
함됩니다. 22년 근무하고 그는 E-8 등급으로
은퇴했다. 구조 용접 및 파이프 용접 모두에

서 인증을 받은 Missouri Welding Institute에 참
가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기술로 Prudhoe Bay, F
airbanks, Anchorage 및 Valdez Alaska에 스카우
트 되었으며, 그는 8년간 광업 경험이 있습니다.
★ STEPHEN는 지원 선박의 모든 엔진, 기계, 전
자, 전기 및 배관 시스템에 대한 운영, 예방과
정비를 책임지는 수석 정비사입니다. 그는 잠
수함과 지상 함대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미국 해군에서 근무햇고 퇴역했습니
다. 그는 ABYC 공인 마스터 기술자입니다.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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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A. TGK Gold Coin (rcline holdings PTE. LTD.)과 TGK Gold LLC. (TGK Gold Mining
Company)는 3천 5백만 달러의 자금으로 독점적인 알래스카 해양의 해저 광상

채굴 기술로 3척의 추가 새로운 채굴 선박을 건조하고 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B. 채굴선의 각 선박은 시간당 300 ~ 600 야드를 채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것은 2017년의 작업 했었던 생산량의 8배 증가한 물량이기에 Gold를 채굴 하
는 물량도 최소 5배 이상 확장 시킬 것이기에 안정적인 Gold의 공급으로 사업
확장과 Gold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애호가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C. TGK Gold LLC에서 추가 제작되고 있는 채굴선의 선박은 모든 안전, 광업 및 환
경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를 지킬 것입니다. TGK Gold Coin
(rcline holdings PTE. LTD.)에서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통해 건조 중인 채굴 선박
들은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에 가동 될 것입니다.
D. 자체적으로 수급 하고 있는 부분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더 적은 초기 용량으
로 2척의 작은 채굴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추가 무인 채굴선을 운용할 계 획
으로 3가지 운영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TGK Gold Coin (rcline holding
s PTE. LTD.)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와 애호가를 위한 Gold 공급 계약 사항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E. 현재 Gold 공급에 대한 계약을 일본에
서만 진행 중인 사항을 알래스카 놈의
Tagiuk Gold LLC. (TGK Gold Mining

Company)에서 채굴선이 추가 건조 되
어 확장되고 Gold의 산출 물량이 늘어
나면 한국과 홍콩에도 공급할 예정으
로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F. 시장 확대로 중동에도 추가적인 기획을
진행 중이기에 Nome, Alaska의 Tagiuk
Gold LLC. (TGK Gold Mining Compa
ny)에서 Gold의 산출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가 완성되면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
하게 할 것 입니다.
TGK GOLD COIN

13

ABOUT GOLDMINING
OFFSHORE NOME
TGK Gold LLC. (TGK Gold Mining Company)회사는 현재 다른 단체 소유의 해양 광상
필드의 여러 부동산에 대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양 광상을 운용하면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와 애호가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GENERAL DETAILS FOR ALL PROPERTIES:
▪ Gold 해양 광상의 위치는 Norton
Sound, Nome, Alaska 근처에 있습
니다. Nome의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1.5마일, 동쪽으로 약 5.5마일,
해안으로부터 해양으로 3마일까지
의 연안 입니다.
▪ Nome, Alaska 연안의 포트 오브 놈

(Port of Nome) 또는 노턴 사운드에
연결된 항해 가능한 수로를 통해
바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알래스카 놈 시의 연안의 본 부동산
은 알래스카 주 소유이며 임차인에
게 광산 리스를 발행 하였습니다.
▪ Nome, Alaska 연안을 임차한 임차
인은 임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알
래스카 주정부에 연간 임대료를 지

불하고 Gold 산출 등의 적절한 활동
기록을 통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해
야 합니다.
▪ Nome, Alaska 연안의 임차한 속성은 해양 필드에 대한 장기 사용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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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ISTORY AND DESCRIPTION OF THE
PROPERTIES:
▪ 미국 지질 조사국 (USGS)은이 지역에 관한 다음과 같은 최근 보고서를 가지
고 있는데:
◦USGS Alaska Resource Data File NM253 https://mrdata.usgs.gov/ardf/ show-ar d
f.php?ardf_num=NM253
◦USGS Mineral Resource Data System IDA012964
◦USGS Deposit ID 10002101 https://mrdata.usgs.gov/mrds/show-mrds. php?dep_i

d=10002101

▪ Host Rock type: Unconsolidated Deposit, Sand and Gravel
▪ Stratigraphic age: Pliocene and Pleistocene
▪ Rock description: Nome River Till

TGK GOLD LLC는해양광산의 3개 대한 운영자계약을보유하고 있습니다.
1. Mining area consists of 26 leases totaling approximately 16,579 acres.
2. Mining area consists of 9 leases totaling approximately 2,742 acres.
3. Mining area consists of 2 leases totaling approximately 4,000 acres.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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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AND CONDITIONS
COMPLIANCE
TGK Gold Coin에서의 위의 조건 등으로 진행되는 Gold 매매 계약 자체에는 코인 거
래나 증권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으로 많은 양의 현금 이전과 소유에 관 련
하여 적용되는 수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KYC (Know Your Customer) 및 AML
(Anti-Money Laundering)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이익을 보호합니다.
TGK Gold Coin과의 구매 당사자 간의 특히 많은 금액의 초과하는 이전으로 자료 제
출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TGK Gold Coin으로 개개인 간의 거래는 권장되지 않지만 일부 당사자는 코인을 교환
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TGK Gold Coin이 거래되는 경우 블록 체
인 기술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앞으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GK Gold Coin은 매매 계약을 용이하게하는 것 이외의 가치를
얻거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TGK Gold Coin은 토큰 소유
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구매합의 된 금에 대한 약정 계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GK Gold Coin의 소유 또는 소유권은 회사,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 권리 또는
이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전달 계약을 소유하지 않은 수
익이나 이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구매 계약된 Gold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수동적으
로 TGK Gold Coin 을 소유하는 것은 이익이나 가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FUNGIBLE
이 계약에 의해 전달된 Gold는 대체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해양 광상의 Nome, Alaska에

서 자연 산출 Gold로서, 계약의 가치는 양식이나 소스가 아닌 Gold 콘텐츠에 대한 것
입니다. 발행자는 다른 광업회사 출처의 Gold를 대체 할 수 있으며 Nome, Alaska의 다른
산출 형태의 Gold를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고, 구매 계약자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동
일한 순도 범위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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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DVICE
TGK Gold Coin에서는 TGK Gold 이외의 금융이나 Gold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DUE DILIGENCE
TGK Gold Coin에서 공급하는 Gold의 가격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DELIVERY EXPECTATIONS
TGK Gold Coin을 구매하고 Gold를 계약에 따라 구매한 후 Gold의 실제 배달은 계약
시의 지정된 날짜부터 가능합니다.

DEFAULT RISK
TGK Gold Coin에서는 Gold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매 계약을 하신 계약서
소지자는 미국의 여러 법률에 의한 구제, 연방 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우편 주
문 법 (Mail Order Law) 및 계약법 (Contract Law)을 통해 수많은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TGK
Gold Coin에서는 Gold 계약의 소유자는 계약 체결까지 고객 및 채권자입니다.

REGULATORY NOTES:
▪ TGK Gold Coin에서 발행하는 Gold 계약서는 미국의 SEC가 정의한 규제 증권이
아닙니다.
▪ SEC는 증권, 채권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유가 증권의 매매를 규제하는 연방법을
집행하고 시행하지만 선물 거래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는 Futures와 선물 시장. 선물은 표준화되
고 규제 된 선물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선물 계약이 아닙니다.
▪ Gold는 CEA 제 1a 조 (20) 면제 비농산물입니다. 면세 상품 : 면제 상품이란 제외
된 상품이나 농산물이 아닌 상품을 의미합니다.
▪ Commodity Exchange Act (CEA)와 CFTC 규정은 선물 계약으로 부터의 전방 계
약 배제를 오랫동안 인정 해왔다.
▪ CEA 섹션 1a (47) (B) (ii) 예외 : "교환"이라는 용어는 거래가 물리적으로 해결되
어야 하는 한, 지연된 선적 또는 인도를 위한 비 금융 상품 또는 담보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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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TGK GOLD Coin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배포 되었으며, 검토 및 수
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에 적시된 버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
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버전 이후 TGK GOLD Coin의 사업 운영, 재정 상태 등의 등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LIBERTY FINE GOLD 50 DOLLARS

TGK GOLD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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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K GOLD COIN
LOGO DESIGN

Natural Gold Nome, Ala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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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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