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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hu Rio Gold 2 (PRG)는 STO (Security Token Offering) 투자자에게디지털토큰 (Picchu Rio Gold 2 토
큰)을지원하여증권형토큰및실제자산에투자할수있는독특한기회를제공하는최첨단증권형토
큰프로젝트입니다. 금및금충적광산으로유가금속의매장량이입증된광산부지의광물을재고로한
자산을담보로한증권형주식입니다.

• 초기에각토큰에할당된금의양은사전 STO 단계이후를제외한제공된프로젝트의모든단계에
서일정하게유지되며토큰당생산된금의양과동일합니다. 이 STO 프로젝트의목적은페루에서
금채굴작업을시작한후채굴된금은초기획득가격이상의가치로토큰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투자자들에게가장흥미로운옵션은보유한토큰의금시장가격이계속해서상승하는것
입니다. 프로젝트초기단계에서구매한이토큰은부채에국한되지않고보유자가채굴자로부터
의분배를기반으로향후매년각토큰당금의시장가격을인상할수있는좋은방법을제공합
니다. 이러한제안을통해투자자는가장원하고적절한전략을선택할수있습니다.

• 무기한으로 (1억그램의금이생산될때까지) 분기별금분배를통해각토큰에할당된금을계속
축적합니다.

• 증권형토큰은주식, 채권및옵션과같은기존증권의디지털표현입니다.

증권형토큰의이점
– 자본형성에대한접근의자유화
– 전통적으로비유동자산의유동성향상
– 즉시결제 (결제실패로인한시장조작없음)
– 규제인식토큰으로마찰비용감소
– 더많은맞춤형증권허용
– 규제기관에더많은투명성제공

• Picchu Rio Gold 2 (PRG) 프로젝트는가장최근의글로벌 STO 법률기반을유지하면서투자된자
금의최대증권형과투명성을제공하는이더리움스마트계약의블록체인기반기술을활용합니
다. 따라서모든투자는회사가아니라미국에위치한지주회사에배치되며, STO 프로젝트의재무
모니터링을담당하는조직인 FINMA에서공식적으로쉽게 STO 프로젝트를감사할수있습니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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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주요장점

• PRG는블록체인기술과금의실제생산을귀중한투명성과공정한이익배분과결합한
최초의귀금속채굴프로젝트중하나입니다.

• IT 및디지털증권형전문가, 법률고문, 금광지질학자 / 엔지니어, 계약및합작투자에
서기술고급처리및정련회사를포함하는전문적이고균형잡힌헌신적인전문가팀;

• 프로젝트의법적프레임워크는투자의안전과증권형을극대화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 기존의적극적인투자자기반을통해 STO의마케팅및홍보를지원하기위해여러주요

마케팅대행사와계약.
• 광산사업의위치는쿠스코주에있습니다. 페루정부는광산에대한투자를보호하여투

자자의 ROI (투자수익률)를극대화하는데도움이되는실행가능한일련의법률, 규정
및이니셔티브를만들고지속적으로만들고있습니다. 

• 금속광물채굴권은최소한의비용으로 DREM (페루규제기관)을통해광산부로부터전
문적으로안가받습니다.

• 탐사및채광권리는무한한기간동안상업적자원의탐사및채취를허용합니다.
• 페루정부는운영의이익분배에대한최소한의지분을요구하고현지외국및국제투자

자를동등하게대우합니다.
• 인가된페루기업은자국의금속또는금정광을해외로직접수출할권리가있습니다.
• 페루정부와광산회사간에광물탐사추출을위해존재해온모든계약중에서지난 9 년

동안유효하지않은이유로검토, 반환, 변경또는취소된계약이없습니다 (0 %).
• 이프로젝트는 2010년에획득한채굴계획을완료한승인된환경영향평가 (DIA)를통해

탐사모드에서매달최대 90,000 톤을생산할수있습니다.
• 이프로젝트는지역사회와지방정부의승인과지원을받습니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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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G 프로젝트법적프레임워크

PRG 프로젝트법적프레임워크는투자를확보하고 STO및프로젝트실현의완전한투명성
을제공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 Picchu Rio Gold INC. - 증권형토큰활동을수행하기위한라이센스와증권형토큰거래
에친화적인지역은행계좌를가진미국법인입니다. 이법인은 STO 및토큰판매에있
어서암호화통화의주요예금기관이될것이며, 수취한자금은장비를구입하고 Perú 
(PRG 프로젝트)에서광산활동을수행하는데관련된모든비용을페루광산회사에이
전합니다.

• Avimetal Inc.-미국에등록된법인입니다. 이회사는주요정련및무역역할을할것입
니다. 이회사는 STO를위한기금을모으는데사용되지않습니다. 페루의 ESM 가공공
장에서해외정련공장으로전달되는전소추출법 전해정련시스템으로정련하는공
정기술의관리회사입니다.

• 환경시스템관리 S.A.C- 페루광산회사를대신하여미리채굴된금베어링광석을처
리할수있는권리를보유한회사입니다. 이회사는 Avimetal 사의가공플랜트장비및
시스템을운영하여금베어링광석에서금을추출하는주요운영공정활동을수행합
니다.

페루광산회사는 2021 년 1 분기에 Picchu Rio Gold Inc. 에서 1000만달러에서 1,500 만달러
의자금조달을계획하고있습니다. STO 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 10억토큰은추가방출의가능성없이 ETH 블록체인에의해 등록이되었습니다.
• STO의최소원하는금액은 1,000만달러이며 , 최종목표금액은 1억달러입니다. 
• 토큰은주요증권형토큰인 BTC를사용하거나현금 (전신송금)로투자자가구

입할수있습니다.
• 토큰은모든채권과투자자의주식의완전한투명성과적절한기록을보장하기

위해이더리움기반스마트계약을통해판매될것입니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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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Plan

STO 완료후축적된모든운영자금은광산회사가발굴작업을위해사용하고, 합작회사인 ESM S.A.C
사가필요로하는플랜트장비를독점기술을보유한 Avimetal사로부터인수하는비용으로사용될것
입니다.

헌신적인파트너로서회사는회사프로젝트에서얻은수익을시장에서토큰을다시구입하거나은행
금인증서로교환하기위해순이익의절반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 이프로젝트는회사가시장에서 PRG 토큰을구입할수있도록합니다. 토큰가격결정의다
음상황이적용됩니다. 

– 1 토큰은 1 장의주권으로 PRG 전체공구에서생산된금의양및매장량에따라토큰가격은
광권내에광물의채굴이완료될 때까지수백년간계속적으로가치가상승합니다. 

PRG 2 회사는재무실적과금생산성과의비율을공인회계사를통해분기별로발표할것입니다.

첫해에예상된생산실적이달성되면금값시세와생산된금의양에따라토큰은다음과같이가격이
결정됩니다:  PRG 토큰 1개 = 주권한장의가격으로첫해에는매장광물의가치가대외적으로감정되
고인정이되어가치가정해집니다. 두번째해다음해에도계속적으로금을생산한다면주식및토큰
의가치와가격은계속적으로상승할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STO에배정되어발행된주식은총
3500만주로주권 1주는 3500만분의 1입니다. 

채굴첫해가끝나면주식배당금을회사가지정한은행으로부터예치된금인증서나배당금을주주에
게 제공합니다. 시장에서거래되는토큰은회사가다시매입하거나은행금인증서로교환하고교환
된토큰은소각처리됩니다. ERC20에서계약된토큰은 10억개로회사의결정에따라 10억개한도안에
서증자할예정으로만약 10배로증자한다면총발행토큰(증권)은 3억5천만개로증자전 1토큰당 10개
씩배당이됩니다. 광산의매장량가치는생산량에따라기하학적으로상승하고발행된토큰의투자금
이나생산된금으로연속적공구를인수하기때문에영구적인가치를갖는것입니다. 토큰의수는 10
억개가최대발행량으로전부발행이된다면현재 1개의토큰은약 30개의토큰으로증가될것입니다. 

사업개요



Avimetal Inc., & Coronet 
Metals – USA
:기술장비지원

Picchu Rio 
Gold S.A
Peru  파쇄, 
분쇄, 건식
정전기농축

Trust BanK – 신한은행예정
:금보관

KOREA
농축물전해정련 귀금속추출

Picchu Rio Gold Inc. –
USA 토큰판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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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hu Rio Gold2 (PRG)는 STO 투자전문가에게디지털토큰 (PRG)을사전정의된금액으로지원하여암호화
폐와현실세계에투자할수있는독특한기회를제공하는최첨단증권형토큰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에각토
큰에할당된금의양은 STO 이후단계를제외한프로젝트실현의모든단계에서일정하게유지되며생산된
금의양과동일합니다. 그러나토큰가격은초기 3 단계의각단계에서다릅니다. STO 프로젝트의최종목적
인페루에서금채굴작업이시작되면채굴된금의이익금은토큰수에따라배당되기시작합니다. 이 '손익
분기점'에따라채굴된금은계속배당되어투자자가가장원하고적절한전략을선택할수있습니다.

– 연도별금배당금분배를통해각토큰에할당된금을무기한계속축적합니다.
– Picchu Rio Gold 2(PRG) 또는투자자가직접판매하거나금괴의형태로투자자에게전달할
수있는금으로도토큰을교환합니다.

– 위에서설명한두가지전략을결합합니다.
– 이더리움스마트컨트랙트의블록체인기반기술을활용하여 PRG 팀은가장최근의글로벌
STO 법률기반을유지하면서투자된자금의최대증권형과투명성을제공하는프로젝트프레

임 워크를만들었습니다.

이더생태계와호환되는이더리움플랫폼을통해 Solidity로작성되고 PRG2.com-
https://PRG2.com/PRG.ops/smart-contract에배포됨

일반 STO 계획

– 총계약공급량 – 146,000,000 PRG 토큰
– STO 공급량:    35,000,000 PRG 토큰
– 필요에따라여러회차에걸쳐 2,000,000 PRG 씩토큰방출

중요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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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hu Rio Gold Inc.는 2021 년 9월말까지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모금할계획인금융회사입니다. STO 계
획은다음과같습니다.

– 추가방출가능성없이 1억4600만개의토큰이 ETH 블록체인에의해계약이되었습니다.
– 최소희망 STO 금액은 1 천만달러이고목표금액은 1억달러입니다. 토큰은주요증권형토큰
(BTC)를사용하거나명목화폐 (직불카드또는전신송금)를사용하여투자자가구매할수있습니
다.
– 토큰은모든미수금및투자자의주식에대한완전한투명성과적절한기록을보장하기위해이
더리움기반스마트계약을통해판매됩니다.
– 투자자는투자자백오피스를통해구매를추적하고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프로젝트장점;
• PRG는블록체인기술과실제생산부문을높은투명성과공정한이익분배와결합한귀금속채굴부문에

서꽃을피우는최초의프로젝트중하나입니다.
• IT 및디지털증권형전문가, 법률고문, 금광엔지니어및마케팅전문가가참여하는전문적이고균형잡힌

헌신적인전문가팀이존재합니다.
• 법적프레임워크는투자의안전과증권형을극대화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 기존의적극적인투자자기반을통해 STO의마케팅및홍보를지원하기위해여러주요마케팅대행사와

계약합니다.

결론
• PRG 프로젝트에투자하는것은암호화폐를금형태의단기및장기가치를지닌유형자산으로전환할수

있는최고의기회중하나입니다!
• PRG 프로젝트에투자하면투자자가현실세계와증권형토큰세계에서동시에투자를할수있는새로운

시대의수익성있는투자가능성을제시합니다!
• 증권형토큰세계에서토큰의가치는출시되어프로젝트에자금이지원되면지속적으로성장할것입니다

!
• PRG 토큰은채굴된금의양이꾸준히증가함에따라가치가지속적으로증가합니다!

중요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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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매수프로그램

• 이프로젝트는회사가금채굴개시 2년차부터 PRG 토큰을시장에서환매할수있도록보장합니다. 토큰
가격결정시스템은다음과같습니다.

• 토큰은기본비율로항상금의시장가격에연결됩니다. 1 토큰 = 1주의주권으로금시세와공구의자산
가치와생산량에따라상승됩니다. 

• 회사는재무결과를발표하고생산성과에따라그가치가변경됩니다.
• 금가치는다음과같이설정됩니다. PRG 토큰 1 개 = 1장의주권으로채굴첫해이후공구의매장량이

자산으로감정평가가됩니다.만약 매장량이 100억그램의감정평가가이루어진다면토큰당약 28.57 
그램의금으로자산가치가인정이됩니다. 

• 실제로 PRG 토큰가치는금의지속적인생산으로인해매년증가하고환매후에도금가격의가격상승과
대량생산으로그가치가증가합니다.

• 채굴첫해가끝날무렵회사는토큰의배당금을세계의선택된위치에있는은행금인증서로교환할수
있는옵션을제공할예정입니다.

• 회사가시장에서다시구매하거나은행금인증서로교환된모든 PRG 토큰은소각됩니다.

중요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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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Token 배분구조

40% 5%17%30%

PRG 2는추가방출없이 146.000.000 토큰으로계약이되어있고최초 3500만토큰을발행합니다.

• 대중에게판매될토큰 – 10,000,000

• 예비펀딩자금 – 총 24,820,000

• 설립자 – 58,400,000

• 바운티캠페인(인센티브) 및커뮤니티지원 – 총 7,300,00

• 고문팀 – 18,960,000

주식공매(판매) 예비펀딩 창업자 인센티브

5%
고문팀



2M 2M 3M 5M

Pre STO Sale 2 Million
성공적수행

PRE STO
2020

2 Million Sale

STO ! –
1.1~1.31.2021 

3 Million Sale

STO 2
2.1~2.28, 2021 

5 Million Sale

STO 3
4.1~6.30.2021

STO Token 배분일정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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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남미에서가장큰국가중하나이며인구는 3,200 만명을초과합니다. 페루경제의중추는

농업이지만광업부문의국민경제기여도는 40 %에이릅니다. 현재페루에서채굴되는지하자원은

금, 크롬광석, 석고, 소금및건축자재이며주로시멘트원료입니다. 7 개국의경계를넘어합쳐지는

이러한넓은지역과다양한지질학으로페루는아직평가및개발되지않은거대한광물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지질학적연구는페루광물자원, 특히금의다양성과풍부함을나타내며대부분의

광산은탐사및광물추출에매우유리한지질과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페루의넓은지역은

광물탐사에적합한인프라를개발하고개선하기위해현재국가가부족한상당한자원과투자를

필요로합니다. 따라서정부는현재귀금속 (금및기타) 채광에대한투자를장려하기위해수많은

조치를취하고있으며, 특히북부, 북동부및쿠스코및 Madre Dios 지역에서광산산업의발전을

페루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습니다. 

1/9/2022

일반개요 – 페루채광



14

이침식지형은수많은깊은자리에자리잡은심연의금맥과귀금속퇴적물을노출시켰습니다. 무거운광
물은그라노디오라이트와스칸암석으로부터침식에의해물리적으로분리됩니다. 이러한정맥에서침
식된금입자는일반적으로높은섬도를가지며, 이는 0.93 – 0.96의플레이서퇴적물에서발견되는섬도
에반영됩니다. 가장가까운지질학적비교는캘리포니아의마더광맥벨트와동부호주금벨트의정맥과
사금퇴적물입니다. 무거운광물모래는그라노디오라이트침입과스카른으로부터침식에의해물리적으
로분리되었습니다. 사금퇴적물은금과무거운광물모래등급뿐만아니라퇴적되는퇴적물유형에서도
일관됩니다. 작은금입자크기 (평균 200 메쉬)와평평한모양은복구기술을중요하게만듭니다. 지질조
사지도에게표시된부동산에대한기업의다양한평가결과는 0.5gm Au / m3 3 % 무거운미네랄샌드에
서무료금등급을지속적으로보여줍니다. 이결과는표시된자원에대해 1990, 2002 및 2010년에보고된
등급을확인하며, 2011 년새로운연구에서 "Clean Gold"처리매트를수문시스템에삽입하여톤당 3.5 온스
의결과를얻었습니다. 2012 년에 Picchu Gold SA는 PRG로이름이변경된양보를인수하고강모래바닥의
향후노천채굴을위한자갈층없는금분석을시작으로새로운연구를시작했습니다. 무료금수량은자갈
층에서높은함량으로입증되었으며, 2014 년텍사스휴스턴의 Shoreham Resources는자갈층에 2010 DIA 
허가에따라노천채굴을통해채굴할수있는최소 6 억달러의금이포함되어있다고추정했습니다. 무료
금, 모래및작은자갈을표면으로역순환시키는자갈층에대한드릴링프로그램은 90 % 이상을포착할
수있는새로운기술이추가될때까지톤당 5g에서 3oz 범위의시추회수추정치로처리를중단했습니다. 
새로운기술의추가로전통적인시스템사용으로불가능했던손실된초미크론크기의금과무거운강바닥
모래에묻힌금은상업적으로회수할수있게되었습니다.

사금금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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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실패에서회복하고주요관리자교체한이회사는 2016 년 Coronet Metals Inc. US 및 Avimetal
Inc.와합작투자를시작하여여러강암석및자갈에내장된금및귀금속을추출하기위한독점적인처리
및정련기술을추구합니다. 그리고모래, 원시광석은추출테스트를위해여러국가로배송되었으며, 
대량으로추출할수있는주요귀금속을식별하여낮은비용으로상업적수량으로추가정련하는데있어 2 
공구가절정에달했습니다. 2018 년에는 Avimetal 시스템에서파생된여러제품을통해저렴한비용으로
타사정련소로운송할수있는매우많은양의전처리된광석에서추출을극대화하기위해두가지
환경적으로안전한침출제를사용할수있는기능을제공했습니다. 정련소는최대 99.99까지다양한
순도와킬로그램단위부피의금을생산할것이며, 국제표준 (12.5kg)에따른크기또는과립금외에
고객이요구하는다른크기로도생산됩니다.

- PRG 프로젝트는금및기타중요귀금속에투자할기회를투자자에게제공하기위해
특별히설계되었습니다. 회사는금생산이외에도백금,은, 팔라듐, 스칸듐, 지르콘, 울프라
마이트및희토류광물을대량으로생산하고대량으로판매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

일반적인결론

STO 프로젝트는채굴, 가공및정련를대규모상업벤처로발전시키는데적합합니다. 모든위험은
평가되었으며한도내에서제어할수있습니다.

사금금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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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성은사금금광의광범위한역사를가진지역의강사금자갈퇴적물에중심을두고있습니다. 강

의자갈퇴적물은강범람원의포인트입니다. 급속한지역융기및동시강하강절단으로인해수백

만입방미터의자갈이포함된대규모버려진고지대테라스가생겼습니다. 금과무거운광물모래는

아마존분지에접해있는안데스코딜레라의동쪽부분에서형성되었습니다.

• 잘알려진가장오래된암석은초기부터후기고생대퇴적물입니다. 이러한약하게변형된아길라이

트, 슬레이트, 처트, 석회암및사암은종종탄화수소가풍부합니다. 3 ~ 5km 두께의집합체는선캄브

리아기시대대륙크래톤에서동쪽으로퇴적물을받는 miogeosyncline의공격을따라퇴적되었습니

다. 

• 페름기및중생대의조생기동안, 현재지역 A (Vilcanota) 및지역 B 강 (야니타일) 배수지역의

Peleozoic metasodiments에큰대왕성플루톤이침입했습니다. 이플루톤은유탕을형성했습니다. 

그것은다양한삼차조혈성단계에서향상되었습니다. 플루톤의침입과안데스코딜레라의일반적인

압축및상승은 Peeozic 퇴적물의변형및추력단층을일으켰습니다. 시간이지남에따라침식으로인

해퇴적층에서플루톤이노출되었습니다.

• 귀금속(백금그룹포함)과비금속을포함하는수많은작은정맥시스템이플루톤과메타퇴적물모두

에서발생합니다. 또한이지역의저자는반암, 스카른및전파된귀금속유형의광물화를관찰했습니

다. 안데스산맥의동쪽으로뻗어있는메타퇴적물에포함된이하이포심연퇴적물의훨씬더큰벨트

의전형적인지역에서발견되는귀색석영정맥. 강자갈에퇴적된금은큰화강암욕돌과주변슬레이

트와스칸벨트의침식의결과입니다.

사금금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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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채굴계획

광범위한연구와테스트를거쳐채굴및가공의새로운기술이통합되고있습니다. 이러한기술발전에는

실험실및현장테스트모두에서매우많은양을산출한환경적으로안전한독점침출및금추출시스템의

통합이포함됩니다. 금채굴제품을연안및외국정련소로배송하기전에가공을통한저비용발굴을위해

채굴계획이단순화되었습니다.

오픈피트(웅덩이) 및암반드릴링채굴계획

PRG 충적및대장광광산은청구의깊이와폭전체에걸쳐여러금속베어링광석을포함합니다. 또한다

양한깊이의자갈층과기반암에많은양의자연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고급금은광석에묻혀있으며, 마

이크로사이즈분쇄와독점적으로개발된기술인침출및회수공정의조합을통해추출가능한것으로입

증되었습니다. 노천채굴에필요한장비는 20 톤의굴삭기와트럭을사용하고 MB Crusher 이동식파쇄및

스크리닝버킷과스크리너장치를통합하는것입니다. 채굴은주 6일일정으로계획되며, 하루에두번 8 시

간교대, 연 312일동안이루어집니다. 정광생산은처음에일일 100톤생산비율로계획되어있으며, STO

에서 1,500 만달러를모으는경우하루에 200 톤으로증가하게됩니다. 겹친자갈안에갇힌금과금속광

석모래를지표면으로순환시키기위해노천구덩이와기반암으로의방향드릴링은전임현장지질학자와

엔지니어가감독합니다.

채광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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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환경

페루정부와광업회사는지속적으로승인되는투자자친화적인법률을지킵니다. 페루는새로운투자자
본기회를촉진하기위한실행가능한일련의법률, 규정및이니셔티브를보유한주요금생산국가입니다.

경제환경

페루정부는다음과같은이유로금광프로젝트를환영합니다. 성장하는민주주의의일반적인경제발전
지역사회의발전농업중심경제에서전환을추구합니다.

사회적환경

이회사는페루인과미국시민권자로구성된비영리파트너협회를통해지난 10년동안직접지역사회를
지원해왔습니다.

– 숙련된노동자와비숙련노동자가많다
– 광업및가공회사는환경적으로안전한작업을수행합니다.
– 기술환경이완비되어있습니다
– 페루에는국제공인실험실이있습니다.
– 전국에지질및훈련시설이있습니다.
– 회사는외국전문가를영입할권리가있습니다.
– 회사는페루법률에따라현지전문가를고용합니다.
– 회사는 ESM S.A.C.와합작투자를하고있습니다. 이광석을위해특별히설계된 Avimetal
독점장비및시스템을통한처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채광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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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계약에 대한 일반 약관

양허 계약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체결 됩니다. 계약은 기술, 재정,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다룹니다. 
이 법에는
<<양보>>; 그러나 해당 규정의 분석은 채굴 계약이 양보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가정 할 수 있습니
다.

• 양보 계약은 해당 지역의 매장된 자원이 소진 될 때까지 최대 3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결 됩니다.

•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회사와 지방정부 간의 필수 협력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 지방정부가 자격이 있는 지역 사업 탐사 소득의 일부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양도
될 지분 (이자) (일반적으로 이 지분은 자본 시장에서 주요 소유 지분으로 제한됨)
– 환경 보호 조치 (양보에 따라 회사는 탐사 채굴을 위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10 년에 DIA 인증을 발행한 쿠스코 지방 "DREM"환경 부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및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즉 10년 동안 지속되는 사회 기반 시설 (학교, 물, 음식 등) 개발에 참여하기

위 한 회사의 사업
– 세금
• 1-5% — 로열티
• 15-21% — 사회세
• 15% — 법인 소득세

채광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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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자본투자금액은 STO 기간동안 1 천만달러에서 1,500만달러를모으기위한것입니다. 이프로젝

트의총운영비용은채굴, 가공및정련된광석톤당약 $ 500-$ 1,000로추정되며, 금광 1 톤당생산량은 1 ~ 

9 온스범위입니다.

광물채굴산업의발전을목표로하는페루경제에는광업부문의안전보장이필수적입니다. 따라서정부는

국가환경보전계획을실행하고광산회사의운영을보호하기위해특별광산증권형단위를설립했습니다. 

환경안전회사및가공공장기술과의합작투자를통해금을함유한광석을광석처리에서분리하여광부들

이독성화학물질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취해진안전조치를포함한사전계획, 최종대출제품은 "

그린골드"로세계광업및환경커뮤니티에서선호됩니다.

페루회사인 Environmental Systems Management S.A.C.는광산부와 Cusco DREM의부서에따라처리권한을

가지고있으며, 광석에서금을정련가능한매체로추출하도록설정된조직입니다. 국가탐사기준에따라금

을함유한충적및대장광은허용가능한양보에따라회사에서승인합니다. 광산회사와의가공계약및그

결과회사가정련를위해수출할수있는금함유분말은다음과같습니다. 현지화물운송업체를통해항공

화물을통해한국으로직접발송됩니다.

사금금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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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 입니다.  페루 경제의 근간은 광업입니다. 광업 부문의 국민 경제
기여도는 40 % 이상 입니다. 현재 페루에서 채굴되는 자원은 금, 구리, 은, 크롬 광석, 백금 광석, 석고, 
소금 및 건축 자재로 주로 시멘트 원료입니다.

3 개국의 경계를 가로 질러 합쳐지는 넓은 지역과 다양한 지질학을 가진 페루는 아직 평가되고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광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연구와 지속적인 생산은 페루의 대규
모 광물 자원, 특히 금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광산은 탐사 및 광물 채취에 매우 유
리한 지질과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PRG S.A. 회사는 표면에 광물 화를 포함하고 노천 채굴 방법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풍부한 충적 금 광산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반암 자갈 추출을 위한 독점적 방법도 있습니
다. 금 등급 분포 및 예비 광물 처리 테스트 결과는 이 광산에서 나온 광석도 독점적 기술인 힙 침출법으
로 처리할 수 있으며 RXIL (Regent X-In- Leach an environment safe)을 사용하는 교반 침출 방법
(Avimetal)을 포함 했습니다.

노천 채굴에 필요한 장비는 MB Crusher 이동식 파쇄 및 스크리닝 버킷과 스크리너 유닛을 통합 한 30 
톤의 굴착기와 트럭등 입니다. 채굴은 주 6 일 일정으로 계획되며, 하루에 두 번 8시간 교대, 연 312 일
간 진행됩니다.

광석 생산은 처음에 100 tpd의 명목 비율로 계획되어 연간 30,000 톤에 해당하며, STO에서 천만달러 이
상을 모으는 경우 첫해에는 1000 tpd로 증가 합니다. 보고 된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2년 차의 개발
단계에서 확장 가능하므로 광석 생산량은 2,400 만 입방 미터 (6,000 만 톤)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비례 적으로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사금금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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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G 프로젝트의 기업 구조

• Picchu Rio Gold Inc. — 미국에 등록된 법인으로, 증권형 토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증
권형 토큰 거래에 친화적으로 현지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이 법인은 STO 및 토큰 판매에 있어서 암호
화 통화를 매도하고 수령한법정 화폐는 장비 구매 및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페루 회사에 자금을 지원
합니다. 자금 이체 형식은 향후 단계에서 결정 됩니다.

• Picchu Rio Gold S.A. — 페루(리마)에 등록된 법인. 이 회사는 페루에서 광석 채굴 회사로 활동하고
미국 회사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을 받습니다. 회사는 STO를 위한 기금 마련에 사용되지 않습
니다. 이 회사는 Picchu Rio Gold 2 (PRG) 프로젝트의 가공 회사에서 추출한 금의 관리인이 됩니다.

• Environmental Systems Management S.A.C. (ESM) — 페루의 채굴된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고 미국
회사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 가공 회사로 금 및 금 광석의 추출 또는 농
축을 위한 주요 운영 활동을 수행 합니다.

회사는 또한 환경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인구, 동식물 보호; 채광 및 처리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책임있는 통제 그리고 프로
젝트로 인한 배출, 특히 먼지의 감소.

페루는 광산 부문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광업 및 제조 장비 운송 위한
길을 만들어 국가의 GDP 성장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제
재 철폐와 북부 페루의 분쟁 해결 이후 성숙 해졌습니다. 금광 산업에 대한 투자에는 특정 위험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익성 있는 활동이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국제 기업의 존재로 확인 됩니다.

1/9/2022

사금금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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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프로젝트 등록

기업의 주 등록 기관은 기업을 등록하는 페루 광산부입니다. 회사법은 가능한 법적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민간 파트너십, 민간 유한 책임 회사 (2명 이상), 공개 유한 회사 (7명 이상), 외국 회사의 지
점.

허가증 발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혜택 토지 자원의 접근에 대한 당국의 지원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국
내 및 외국 투자 설립에 필요한 토지 할당 및 금속 채굴 기간 갱신은 투자자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은행에 투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이익을 본국으로 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등록 법에 따라 수출입 등록에 등록하고 등록증
을 취득하지 않는 한 누구도 수출 또는 수입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자산은 국유화, 몰수 또는
전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공익을 제외하고 공정하고 즉각적인 보상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자
산은 법원 명령 또는 적법한 기소 명령을 제외하고 철회, 제한, 전유 또는 동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권한의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청산하는 경우 투자 자본의
재송금 및 모든 법적 의무가 이행될 때마다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일부 실패 시 프로젝트 계정으로 수입
된 장비, 상품, 운송 차량 또는 기타 보조 자금의 재수출, 판매 수입 통화와 지불 일에 이용 가능한 이익과
지출의 양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1 년 이내에 승인된 문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여 프로젝트를 제출할 투자자의 의무 (지정된 기
간은 당국과의 계약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음) 승인 된 대상 및 계획에 따라 할당된 토지를 완전히 이용 합
니다. 사업 진행에 관한 양보 계약 기간 동안 사무실과 관련 부처에 분기 별 및 연간 보고서를 제출합니
다. 관세가 면제되는 자산 및 수입 자재에 대한 적절한 회계 정보를 유지합니다.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당
국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완료 합니다.

1/9/2022

사금금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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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허가승인

Buy back Program STO 3단계 STO  1단계및 2단계출시 Pre STO 완료 Singapore STO company

농축공장설립

채굴허가신청

2차정전기시스템 Pre STO 출시

PRG 제2 공구에대한
채굴허가적용
(2018년 3월)

PRG 제 2 
공구에대한
사금채굴에
대한채굴허가
승인
(2018년6월)

Avimetal USA 회사에서
개발한정전기분리
장치를사용하는세계
최초의건식협착플랜트
설치. 4 세트의 ES 머신이
설치되었습니다. 
(2018)

미국 Avimetal사.에서
제공하는 2 차정전기
분리시스템설치. 
. (2019)

Pre STO는 STO 스마트
계약, KYC / AML 개발, 
블록체인플랫폼, 
백서및 STO 웹
사이트를위한자금
모집을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2020)

PRG Company는
시장에서토큰

가치를통제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공정한시장
가격으로토큰을

환매하기시작합니다.
(2023)

STO 3 단계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출시될예정입니다. 

(2024)

STO 1 토큰판매는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STO 2 
토큰판매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드캡은
1 천만달러입니다.

(2022)

Pre STO 단계의
성공적인

캠페인및 2021 
년 6월 1일부터

STO 토큰
판매를실행할
수있습니다.

(2021)

미국에 STO 회사
Picchu Rio Gold 
Inc.  설립

지질조사는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진행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수행되었으며분석실험은 2017 년부터 2018 년까지성공적으로수행되었습니다.

Road Ma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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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료

Item Costs Note

Mining Ore Costs $50.00 Drilling, TNT

Mining Waste disposal Cost $18.00

Ore transport Cost $35.00

Processing Cost $370.00 Crushing, Milling, Drying & Electrostatic 
Concentration

Mining Ore Cost $50.00

G & A Cost $35.00

Total Cost per ton $563.00

채굴 및 처리 통합 운영 비용 추정의 기준은 업계 표준 비용과 유사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은 금 가격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입니다.

톤당 광산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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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Data

Item Costs
100TPD

Cost
1000TPD Note

Mining Equipment 
Purchase $2,300,000 $20,300,000

Buildings and electrical 
system $460,000 $4,600,000

Road work and sitework $270,000 $2,700,000

Engineering and Geology $370,000 $3,700,000

Operating and 
Administrative Capital $1,400.000 $14,000.000

Plant Equipment and 
Supplies $4,300,000 $43,000,000

Contingency $900,000 $9.000,000

Total Capital ton $10,000,00
0

$100,000,00
0

.

Capital Investmen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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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Data

Item 2021 2022 2023

Daily Processing Head Ore 300 tons 3,000 tons 3,600 tons

Daily Concentration – Electrostatic Separator 100 tons 1,000 tons 1,200 tons

Monthly Processing Head Ore 9,000 tons 90,000 tons 108,000 tons

Monthly Concentration – Electrostatic Separator 3,000 tons 30,000 tons 36,000 tons

Yearly Processing Head Ore 108,000 tons 1,180,000 tons $10,000

Yearly Concentration – Electrostatic Separator 36,000 tons 360,000 tons 432,000 tons

Estimated Revenue (Au, Pt, Pd & Rh) per (Conc.) $10,000 $10,000 $10,000

Total Yearly Revenue $360 M $3.6 B $4.32 B

Financial Project
• Year 1 2021 - 1천만~1천5백만 달러 자본 투자
• Year 2 2022  - 자본 투자 1 억 달러
• Year 3 2023 – 확장 단계

3 Years Financi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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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로 시설 보고 절차 자동화 극대화, 블록체인을 메인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액세스를 보장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실시간으로 단순화 합니다.

• 블록 체인을 통해 모든 수준의 감독 기관에 대한 보고 및 통계 세부 정보를 최대화하여 종이 없는
전자 문서 관리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금 귀금속 및 희토류 광물 채굴에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 합니다.
• 충적 광석은 굴착 및 역 순환 모래와 자갈을 통해 지표면으로 시추하는 기반암 자갈을 통해 채굴 됩

니다. 재료는 현장에서 선별 된 다음 덤프 트럭을 통해 가공 공장으로 운반 됩니다. 선별된 특대 재
료는 프런트 엔드로더에 장착된 이동식 분쇄 버킷 또는 가공 공장의 분쇄기에 의해 현장에서 분쇄
됩니다. 비축 된 채로 납품되면 분쇄된 광석과 선별된 광석을 1 톤 자루에 넣고 무게를 재고 정보를
블록체인에 입력 합니다.

• 분쇄된 광석과 모래는 마이크로 밀링 장치로 이송 됩니다. 광석을 제분할 때 재료는 건조 장치를 통
해 정전기 분리기로 운반 됩니다. 전도성 물질과 비전도성 물질을 분리할 때 포장 된 물질의 무게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블록 체인에 입력 합니다.

• 분쇄된 전도성 재료는 이후 침출 공정 교반 탱크로 추가 공급하기 위해 슬러리 저장 탱크로 공급 됩
니다.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입력됩니다.

• 침출 사이클이 완료되면 함침된 용액을 여과한 다음 저장하여 전기 획득 공정에 들어 갑니다. 생성
된 슬라임 또는 분말은 추출, 수집 및 바에 녹이기 위해 정련소로 운송하기 전에 무게를 재고 블록
체인에 입력하고, 표시 및 무게를 측정 합니다. 블록체인에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시간적으로 투
명해져 최종 사용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운영 관리 모델
을 구현합니다.

•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신하는 관할 및 세무 당국의 능력은 투자자의
투자 수단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품질에 가치를 더합니다.

• 광업 및 가공 장소 및 시설에서 대량 생산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장기 정련 및 판매 계약을 적시에
포착하기 위해 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여 소규모 투자자가 증권형 토큰를 통해 참
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novation Technologies



Copper Ore Process

Step 1: Crush and Milling

Jaw Crusher Patented 
Tornado Mill

Step 2: Electrostatic Separation to high concentrates

Patented Electrostatic 
Separator

Dust Collector

NaCl
Mixing

Mixing 
Reagent

Agitator 1Agitator 2Agitator 3

Step 3 NACL(Salt) Leaching

Press 
Filter

Heat Exchanger  55~60℃

Copper 
ores

Step 4: EW

Patented Cyclone Electrowinning (EW) 100 cells

ESM Process

Korea Process

Innov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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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 공장은 초기 밀링 공정 및 광석 건조 장치 후에 전도성 및 비전도성 광석의 정전기 분리를 수행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 기타 귀금속 및 비금속이 포함된 광석의 양이 최대 40%까지 감소 합니다. 분리 된
제품은 밀링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고, 이후 독점 Avimetal 정전기 분리기로 제어 된 공급이 이루어 집니다. 
그 결과 전도성 광석의 양은 톤당 중량 및 부피당 원래의 약 20%와 같습니다. 이 수치는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미국, 페루 및 대한민국의 실험실에서 암석,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하는 특정 금속 광석 그룹에 대한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입력 됩니다. 비전도성 재료는 희토류 광물을
포함하는 다른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료 중에서 지르콘 및 스칸듐 제품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처리를
위해 비축될 것 입니다. 

• 독점적인 침출 처리

• PRG 프로젝트의 침출 처리 단계에서는 PRG의 처리 합작 투자 파트너 인 페루 기업인 Environmental 
Systems Management S.A.C.에 라이센스를 통해 제공되는 독점 침출을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처리를 통합
합니다. 광석 추출 공정 및 플랜트 운영에 경험이 많은 3 개국의 컨설팅 엔지니어가 추가 되었습니다. 주요
처리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액화 금의 최종 추출을 위해 결과적으로 함침 된 용액이 필터 장치를 통해
저장 탱크로 전달되는 교반 / 혼합 탱크에서 수행됩니다. 또한 처리 첫해 이내. Avimetal은 단위당 400 톤을
침출 및 여과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배치 침출 장치를 제공 합니다.

• 선호되는 사전 테스트된 추출 방법은 부피가 큰 탄소 추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100 tpd에서 5,000 tpd까지 각 단계에서 광석 채굴에서 얻은 전기 획득 귀금속 분말을
처리 할 수 있는 정련 공장을 포함하는 세계적 수준의 회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1 차
정련사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금과 구리를 처리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Proprietary Milling / Conductive Ore Separation Process



31

현재 금 가격 범위는 온스당 $ 1,800-$ 2,000입니다. 가격은 향후 2 년 동안 상승하여 PRG 프로젝트에서
토큰을 획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는 금 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PRG 토큰 프로젝트는 1년차와 2년차 토큰
환매에 대한 단기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 모델은 증권형 토큰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합니다. 기존 증권형 토큰보다 가격 안정성을 허용하고 제공 합니다. PRG 토큰의 수익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금 시장 가격 상승에 의해 강화 될 것입니다. 안정성은 확인되고 입증된 생산에서 정련 수익성
모델에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 (토큰) 대 유동 표준의 기본 자산인 금 표준 접근 방식은 가장 실용적인 수익
창출 패러다임으로 입증 될 것입니다.

– 골드 인증서
– 금으로 뒷받침되는 모든 토큰 구매에는 기본적으로 인증서가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금을
구매하지 않도록 보장 합니다.
– 블록 체인에 등록
– PRG 토큰을 통해 구매 한 금은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으로 등록 됩니다. 토큰은 생산 된
실제 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고 공식적으로 금 소유
권을 증명 합니다. 골드 지원 토큰을 사용하면 고객이 판매자로 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으므
로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포트폴리오 다양화
– 금광의 회수 가능 매장량에 대한 부분 소유권과 독립 판매 채널을 통해 청구 가능한 실물
금의 생산 및 정련는 높은 실시간 수익을 창출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새로운 길 입니다.

Financial Data Go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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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Open 

Douglas Ashworth
Operations Director of 

Perú

처리회사환경시스템
관리 SAC 및 Picchu Rio 

Gold S.A.와공동으로금과
콜루븀및충적광석을
함유한귀금속의대량
매장량을독점적으로
처리하는미국기업의

수석고문.

James Gim
CEO and Platform 

Developer
Avimetal Inc.의설립자, 미
국및한국의독점적이고
혁신적인장비및시스템
공급업체인 Coronet 

Metals. 전 Boeing 대표로
40 년이상의경력을보유
하고있으며항공및광업
엔지니어링및가공기술
분야에서여러회사의창

립자입니다.

Brian Chin
Advisor on Political and 

Social Affairs, Perú.

Chin 대령은은퇴한미해
병대예비군장교로 30 년
동안현역투어, 민간부문
및방위계약업체에서근
무했습니다. 그는파트너
국가증권형군에조언하고
멘토링하는복잡한해외
임무에대한광범위한경
험을가지고있습니다.

Our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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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l Yaji
Director Communities 

Relationship

그는국내낙타류생산자
와그가족에게이익이되
는활동을개발하는근본
적인목적으로아시아의
페루비영리시민협회를

대표해왔습니다. 
Universidad de Lima의일반
경영학및관리자격증.

Ernesto Gutierrez
Lead Mining Operations 

Engineer

공공및민간기업의광업
및환경부문경험이있는
광업엔지니어. 1991 년부
터많은민간광산회사와
다양한프로젝트에서근무
했습니다. 2010 년 DIA 승
인제출을위해 Picchu Rio 

Gold 2 채굴계획을수행했
습니다.

Our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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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Woodford
Project 

Chemist/Metallurgist

애리조나주지구과학대학
을졸업하고지구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1974 년

Richard는오하이오공과대
학에서전기화학공학을
전공했으며얼마지나지
않아귀금속합금의전기
주조에서최초의전기화
학공정을만들었습니다.

Johan Ustua
Project Systems 

Engineer
정보및통신기술사용경
험이 6 년인컴퓨터공학
및시스템학사. 그는

Abancay-Apurimac에서태
어났습니다. 그의논문은
교육분야에서엔지니어
학위를취득하기위해진

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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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 P. Macha
STO Marketing Advisor

남미페루쿠스코지역
광업회사의 Phoenix 

Minerals S.A. 그룹에서 7 
년간이사회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Macha는
또한 BBA-University of 
Texas에서인증을받은

Mineral Processing 
Company Inc.의이사회
사장/서기이기도합니다.

Paul Brennan
Advisor Humanitarian Projects

USMC 대령은
은퇴했습니다. 1954 년

University of California는
미국해병대에입대하여

1955년해군항공
비행단을받았습니다. 
추가활동후 USMC 
Reserve에입사하여

로스앤젤레스의 American 
Can Co.에입사했습니다. 

1965년 New York City 
University에서비즈니스
MBA를취득했습니다.

Robert W. Johnson
Advisor Tech Integration and 

Advancement

Mr Johnson은다양한
배경과기술을갖춘
프로젝트관리 (PMI)에
대한배경과경험을가진
기계엔지니어입니다. 
그는 Fortune 500 대
기업의공공부문

엔지니어링및프로젝트
관리분야에서 46 년의
경험을쌓은결과주도적

리더입니다.

Wallace Quan
STO Project Advisory

2015-현재가이아나
총리실, 공공및

디아스포라문제및조사
특별보좌관. 1973 년
캐나다토론토대학교
지질공학학사. 캐나다
온타리오전문엔지니어. 

그는또한 2018 년
고문으로 Picchu Rio Gold 2 
프로젝트에참여했습니다.

Our Advisors

34



• Meet our Professional Advisors – 2 of 2 pages

Mark Jacobsen
Advisor Technical 

Engineering
BALL AEROSPACE에서
경력을쌓은동안그의
기술적공헌중일부는
위성의전자, 광학및
소프트웨어테스트
성능이었습니다. 

Jacobsen은상용전자제어
장치의전자수리를

수행하는동안상용전자
제어분야의Woodward 
주지사였습니다.

Douglas Cyr
Processing Equipment 

Technology Advisor

파워트레인엔지니어링
부서의생산제어및품질
부문에서 Ford Motor 

Company와함께 36 년
동안엔지니어및직원의

감독자교육을
이끌었습니다. Cyr 씨는
경영학학사학위, 우등

(1976), 1980 년산업
경영학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Dan A. Swaney
Advisor Environmental Safe 
Mining and Transport Ops

북미최대의완전통합
환경서비스회사인

WASTE MANAGEMENT에서
VERISIGN, INC의선임

비즈니스개발책임자로
선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BMC 
SOFTWARE와협력하여
새로운기술제품및제품
향상에대한공동제품

개발작업을수행했습니다.

John Dean Harper
Advisor Legal

라스베가스
경찰보호협회의최고법률
고문입니다. Harper 씨는
오하이오주아테네에
있는오하이오대학교를
졸업하고경영학학사
학위를취득했으며

비즈니스사전법과일반
비즈니스를이중

전공했습니다. 그는또한
법과대학신시내티
대학교를법학박사로

졸업했습니다.

Our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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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중요공지

예비투자자는투자하기전에다음고지사항을읽어야합니다. 다음면책조항은이백서에적용되며여기에

는모든부록 ("백서")과함께본문서의내용이포함됩니다. 이백서는 Picchu Rio Gold가작성했습니다. LTD. 

("회사") 회사가발행한정보각서 ("정보각서")에보다구체적으로설명된대로회사의증권형토큰 ("토큰")

의향후제공과관련하여. "면책조항"이라는제목아래이섹션에포함된법적조건을제외하고, 이백서는전

체적으로법적구속력이없으며, 잠재적투자자는여기에포함된정보에의존해서는않되지만법적구속력

을참조해야합니다. 정보각서및추가구독문서. 예비투자자는이백서를근접하거나읽거나다른용도로

사용하기전에이면책조항을주의깊게읽어보는것이좋습니다. 앞서언급한내용을침해하지않고이백서

에근접할때잠재투자자는잠재투자자가회사로부터정보를받을때마다그러한접근의결과를수시로수

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본고지사항에포함된다음약관에따를것에동의합니다. 

잠재투자자의 확인: 이백서를보거나토큰과관련하여투자결정을내리려면투자자는미국에거주하는사

람이나미국시민권자가아니어야합니다 (증권법에따라규정 S에정의됨). (아래에정의된대로). 이백서는

물리적및전자적형식으로예비투자자에게개인적으로전송되며이메일을수락하고이백서에근접함으로

써예비투자자는회사에 (1) 해당예비투자자가미국에거주하지않는다고진술한것으로간주됩니다. 개정

된 1933 년미국증권법("증권법")에따라규정 S에정의된미국("미국")이나미국시민권자또는미국시민권

자을대신하여활동하는잠재적투자자는이이메일이전달된전자메일주소는미국에있지않으며, 예비투

자자가이백서에설명된토큰을구매하는한, 예비투자자는증권법의규정 S에따라할것입니다. (2) 예비

투자자가이백서및전자전송을통한수정또는보충의제공에동의합니다.

면책조항 – 중요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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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서는잠재투자자에게전자형식으로제공되었습니다. 잠재투자자는이매체를통해전송된문서또는
정보가전송과정에서변경되거나변경될수있으며결과적으로회사, 자회사("자회사") 또는회사를통제하
거나공동통제하는사람이없음을상기합니다. 회사또는자회사또는해당이사, 임원, 직원, 대표또는계열
사는전자형식으로잠재투자자에게배포된백서와하드카피버전간의불일치와관련하여어떠한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이백서의어떠한내용도미국또는기타미국관할권에서매각을위한증권제안을구성하지않으며, 그렇게
하는것이불법입니다. 토큰은증권법또는미국또는기타관할권의증권법에따라등록되지않았으며등록
되지않았으며제공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미국내에서또는거래에서면제또는거래에서제외되는경우
를제외하고미국시민권자 (증권법에의거한규정 S에정의된대로)의계정또는이익을위해판매또는배
송할시증권법및해당주또는지역증권법의등록요건이적용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그러한제안이허용되는관할권의적격투자자를제외하고, 이백서의어떠한내용도회사또는회
사를대신하여여기에설명된토큰을구독하거나구매하도록제안또는초대를구성하지않으며액세스가
제한되었습니다. 미국또는기타지역에서일반권유또는일반광고 (이러한용어는증권법의규정 D에사용
됨) 또는직접판매노력 (증권법의규정 S에정의됨)을구성하지않습니다
.
이백서또는여기에언급된토큰제공과관련된자료는제안또는권유가법률에의해허용되지않는곳에서
제안또는권유를허용하지않으며이와관련하여사용될수없습니다. 관할권에서면허가있는중개인또는
딜러가제안하고딜러또는딜러의계열사가해당관할권에서면허가있는중개인또는딜러인경우제안은
딜러또는해당계열사가대신한것으로간주됩니다. 그러한관할권에서회사의. 이백서는금융서비스및
시장법 2000의섹션 21 (1)이적용되지않는상황에서미국이외의거주하는사람에게만전달될수있습니다.

면책조항 – 중요공지



38

잠재투자자는자신이위치한관할권의법률에따라이백서를합법적으로제공할권한이없거나제공할권

한이없음을기준으로이백서를액세스했음을알려드립니다. 이백서는전자적또는기타다른사람에게제

공됩니다. 예비투자자가앞서언급한제한에반하여이백서에액세스한경우, 여기에설명된토큰을구매

할수없습니다.

회사및자회사와관련된모든정보를포함하는이백서는기밀정보이며해당정보를제공받거나보낸사람

을위한것입니다. 예비투자자는권한이없으며전자적또는기타방식으로이백서를다른사람에게전달하

거나전달할수없으며어떤방식으로든그러한백서를복제할수없습니다. 이백서의전체또는일부를전

달, 배포또는복제하는것은승인되지않습니다. 이지침을준수하지않으면 SEC 증권법또는기타관할권의

관련법률을위반할수있습니다.

예비투자자는바이러스및기타파괴적인항목으로부터보호할책임이있습니다. 잠재투자자가이백서를

이메일로수신하는경우이이메일사용에따른위험은본인이감수해야하며바이러스및기타파괴적인성

격의항목이없는지확인하는것은자신의책임입니다.

이백서는대중을위해승인되지않았으며일반적으로 "자격을갖춘", "전문", "공인된" 또는 "기관" 투자자로

분류되는수령인을위한것입니다. 이백서는백서의출판또는가용성이현지법률또는규정에위배되는모

든관할권이나장소에서사용하도록설계되지않았습니다. 잠재투자자가백서에액세스할수있는경우관

련관할권의모든관련법률및규정을인식하고준수하는것이자신의책임이며, 투자자가먼저이백서에따

라행동하기전에적절한법적, 세금, 투자또는기타전문적인조언을얻는것이좋습니다.

면책조항 – 중요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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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이백서에포함된것이외의토큰의제공, 구독또는판매와관련하여광고를발행하거나정보
를제공할권한이없으며그러한광고를발행, 제공또는만든경우, 정보또는표현은회사가승인한
것으로신뢰해서는안됩니다. 본백서의배포또는전달이나토큰발행은어떠한상황에서도본문서
의날짜이후회사또는자회사의재무상태나업무에변화가없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판매제한

일반적으로이백서의배포와토큰제공은특정관할권에서제한될수있습니다. 이백서에포함된
정보는일반적인지침일뿐이며이백서를소유하고토큰을구매하여관련관할권의모든관련법률
및규정을준수하기위해토큰을구입하려는사람의책임입니다. 토큰에대한예비신청자는해당
시민권, 거주지또는거주지의국가에서적용되는법적요구사항과적용가능한교환통제규정및
관련세금에대해스스로알려야합니다. 이백서는그러한제안또는권유가승인되지않은관할권의
사람또는그러한제안또는권유를하는것이불법인사람에대한제안또는권유를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비투자자가이백서의내용에대해의문이있는경우변호사 / 권리자, 회계사또는재정고문과
상의해야합니다. 이백서의내용은투자, 법률또는조세문제와관련된조언으로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비투자자는회사, 자회사, 각계열사, 토큰및투자에관한법률, 세금및관련문제에대해
독립적인고문에게의존해야합니다.

토큰에대한투자에는특정위험과특별한고려사항이포함됩니다. 투자자는전체또는상당량의
투자손실을견딜수있고기꺼이인정할수있어야합니다. 여기에서고려되는토큰에대한투자는
모든투자에내재된변동과위험의영향을받으며투자가가치를유지하거나가치가상승할것이라는
보장이없습니다. 토큰의가격과그로부터의수입은상승할뿐만아니라하락할수도있으며투자자는
초기투자의가치를깨닫지못할수있습니다.

면책조항 – 중요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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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광고를발행하거나정보를제공하거나토큰의제공, 구독또는판매와관련하여어떠한진술도
승인되지않았으며, 이백서에포함된제품, 구독또는판매와관련하여어떠한진술도하지않았으며, 발
행, 제공또는제작된경우, 이러한광고, 정보또는진술은회사가승인한것으로간주해서는안됩니다. 
본백서의유통또는납품이나토큰발행은어떠한경우에도본약관에서회사또는자회사의재무상태
또는업무에변화가없다는것을암시하지않습니다.

면책조항 – 중요공지

여기에서고려되는토큰은자격을갖춘전문적이거나공인된또는기관투자자에게만적합한투자이
며, 이러한투자는완전한투자프로그램을구성하지않으며관련위험을감수하는데필요한재정자
원을충분히이해하고보유하고있습니다. 회사는투자자로부터증권형토큰구매를수락하기전에언
제든지이제안을철회하거나수정할권리를보유합니다.

투자결정을내릴때잠재적투자자는회사, 자회사및제안조건에대한자체평가뿐만아니라법률, 
세무및관련분야에대한자체법률고문및회계사를포함한자체대리인의조언에의존해야합니다. 
회사또는자회사및토큰구매를통한투자와관련된장점과위험을포함하는문제가있는토큰은연
방또는주증권위원회또는규제기관에서권장하거나승인하지않았습니다. 또한앞서언급한당국
은이백서의정확성을확인하지않았거나타당성을결정하지않았습니다.

토큰은상장되지않았고즉시실현할수없는유가증권이기때문에비유동적입니다. 토큰에대한투
자를상환하는잠재투자자의이익이심각하게손상될수있습니다.

회사는위험을제한하기위해건전한요구사항을부과하는규제기관의투자지침을따르며, 토큰의
투자목표가달성될것이라는보장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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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고려되는토큰은자격을갖춘전문적이거나공인된또는기관투자자에게만적합한투자이

며, 이러한투자는완전한투자프로그램을구성하지않으며관련위험을감수하는데필요한재정자

원을충분히이해하고보유하고있습니다. 회사는투자자로부터증권형토큰구매를수락하기전에언

제든지이제안을철회하거나수정할권리를보유합니다.

투자결정을내릴때잠재적투자자는회사, 자회사및제안조건에대한자체평가뿐만아니라법률, 

세무및관련분야에대한자체법률고문및회계사를포함한자체대리인의조언에의존해야합니다. 

회사또는자회사및토큰구매를통한투자와관련된장점과위험을포함하는문제가있는토큰은연

방또는주증권위원회또는규제기관에서권장하거나승인하지않았습니다. 또한앞서언급한당국

은이백서의정확성을확인하지않았거나타당성을결정하지않았습니다.

토큰은상장되지않았고즉시실현할수없는유가증권이기때문에비유동적입니다. 토큰에대한투

자를상환하는잠재투자자의이익이심각하게손상될수있습니다.

회사는위험을제한하기위해건전한요구사항을부과하는규제기관의투자지침을따르며, 토큰의

투자목표가달성될것이라는보장은없습니다.

면책조항 – 중요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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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진술

이백서에는 "will"와같은단어나문구가포함된문장이포함되어있습니다. "목표", "결과", "가능", "가

능성", "믿다", "믿는다", "기대한다“, "계속", "예상한다", "추정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고려한다", 

"추구한다", "미래", "목표",  "프로젝트", "추구합니다",  "추구할것" 등의표현과유사한표현입이다. 이

백서에포함된예측또는미래예측진술또는의견은신뢰할수있는것으로간주되는출처를기반으

로회사의추정치를구성하지만, 이정보의정확성은보장되지않으며잠재투자자가정보를올포함

하여간주해서는안됩니다. 본질적으로, 특정미래예측진술은추정치일뿐이며, 그결과실제미래의

이익과손실은예상된진술과실질적으로다를수있습니다. 

미국투자자들에게통지: 이백서및토큰의제안또는판매와관련된기타자료는 SEC에정의된설명

서가아닙니다. 토큰에대한이익은미국에서대중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판매될수없으며, 본백

서나회사의이익과관련된본제안에포함된자료나정보는미국의대중에게제공되거나미국의토큰

또는지분에대한제안과관련하여사용될수없습니다. 

면책조항 – 중요공지



Picchu Rio Gold STO Program
www.PRG2.com info@PRG2.com
Picchu Rio Gold, Inc. - 1925 Village Center Circle, Suite 150, Las Vegas, NV 89134-6261 Tel +1 702-820 9748
Picchu Rio Gold S.A - Ollanta NRO 305 STE. 501, Quillabamba, Peru Tel +51-984-721858
Avimetal Inc., - 1925 Village Center Circle, Suite 150, Las Vegas, NV 89134-6261 Tel +1 702-820 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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