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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증권형토큰

www.coronetpm.com

Coronet Metals Mine(CMM)의 증권형 토큰은 STO(Security Token Oﬀering)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디지털 증권을 토큰(CMM)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CMM 토큰은 실제 거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등의 주식, 채권과 같은 것으로 1개의 증권형 토큰
가치는 주식 1주와 같으며, 실제 회사의 지분 주식과 동일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투자

블록체인 플랫폼

CMM 토큰

Smart Contract를 통한 가치 상승

동일 수량

STO 그룹
Smart Contract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ERC20 토큰을 Coronetpm.com
을 통하여 배포 할 예정 입니다.

http://coronetpm.com/cmm.ops/smart

Coronet Metals Inc.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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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익성에 따른 가치 상승

사업요약

www.coronetpm.com

미국 현지에서 광물농축물을 생산한 후 제련소에 납품된 유가금속 매출 수입은 초기 투자금액을 능가하는 이익 발생으로 이후 투자자 주주들에게
수익 배분으로 제공됩니다. 금속의 시장 가격은 매년 지속 상승하고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의 초기 단계에서 구입한 토큰은 회사의 정련된 금과 귀금속의 함유량을 기반으로 그 가치가 형성되며, 매년 CMM 토큰의 가치 또한 이와 동일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암호화폐 발행 단계부터 당국의 규제를 받음

건전성

자본 형성 및 투자에 대한 제약 없는 자유로운 접근성

자유성

유동성

전통적으로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향상

투명성
www.CoronetPM.com

규제 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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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회사

건식 재활용 시스템

2012년 미국 네바다 주에 본사 설립
광산(금, 은 기타 비철금속) 개발, 매입 및 연구

분쇄기, 트로멜 스크린, 정전기 분리
건식으로 농축물 생산 이후 가공처리

Coronet Metals Inc.

정련

리싸이클링

유효 보유 광물 정련
네바다 골드필드
네바다 레드록, 애리조나
실버시티, 뉴멕시코
광미(Tailings) / 슬래그(Slag)
화이트캡, 맨하탄, 네바다

www.coronetpm.com

유가금속 추출

제련소 유가금속 제련
1,000,000 톤
300,000 톤
1,000,000 톤

금(Au) 팔라듐(Pd) 백금(Pt)
은(Ag) 로듐(Rh) 이리듐(Ir)

300,000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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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가치 창출

사업요약 광산과 제련소

www.coronetpm.com

광산 재고
Stock Pile in Mine

광미
Tailings

당사는 30년 동안 지질학자와 금속학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총 1,432곳의 오래된 광산의 광미와 3,121곳의 폐슬랙 더미를
연구해 왔으며, 귀금속의 높은 함량을 확인하고, 그 재료를
재활용할 계획 입니다.

5%

25%

슬래그
Slags

70%
혁신적 재활용 프로세스

풍부한 금속 자원

오래된 제련소(미국 남서부/멕시코)

1,4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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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폐광

3,121개

슬래그 / 광미

30,000,000톤

사업요약 슬랙이란

www.coronetpm.com

네바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남서부 지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광 개발지 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골드러시로 이 지역에서는 수 천 곳의 광산과 제련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슬래그의 정의

금속 추출

슬랙은 제련과정 중 금속이 광석에서
분리하면서 남은 유리와 같은 부산물
입니다. 슬래그는 일반적으로 금속 산화
물과 이산화규사의 혼합물입니다.

슬래그에는 황화 금속 및 귀금속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련소가 오래된
금속 추출기술을 사용한 슬래그에 대한
재처리를 통해 귀금속과 비철금속을 추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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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광미의 정의

www.coronetpm.com

미국 남서부 지역 광미의 경우 당시 정련기술이 부족하여 1980년 경에 폐기된 것으로 평균 금 함량은 톤당 5~20그램을 보여줍니다.

광미의 정의

금속 추출

광석에서 오래된 제련 기술로 100%
회수하지 못한 채 유효 광물을 추출
한 후 버려진 것입니다. 이를 현대의
기술로 다시 한 번 기계 및 화학 적
공정을 거쳐 남은 비철금속과 귀금속
을 추출하는데 재활용 됩니다.

1880년대에 만들어진 광미에는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비경제적 금속이 다량 함
유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귀중한 금속은 친환경 건식 농
축기술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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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슬래그 재활용

www.coronetpm.com

미국 남서부 지역은 네바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를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골드러시 동안 이 지역에는 수천개의 제련소가 있었습니다. 이
제련소들은 거의 모두 폐쇄되었고 2천만 톤 이상의 슬래그가 폐쇄된 제련소 주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 지역에서 슬래그가 있는 8곳의 제련소를 소유하였습니다. 슬래그는
여전히 이리듐, 백금, 로듐, 골드, 은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오래된 야금 기술력과 제련기술력으로 고온의 제련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의 백금계 금속을 정제할 수 없었습니다. 당사의
숙련된 기술자들은 특허된 기술로 귀금속을 추출 할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슬래그를 연구해온 당사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새로운 기술이 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시장성
있는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수행된 제련 공정이 슬래그에 금속을 남기게 되면 기존 분석 공정(제련 공정)은 이러한 금속을 회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련 기술은 충분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슬래그에 대한 백금계 귀금속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용한 공정은 복잡한 원자의 결합을 끊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 (전기, 열, 화학 또는 조합)를 활용해야 합니다.
당사의 콜드 플라즈마 공정은 케미칼과 함께 높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원자의 결합을 끊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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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톤 이상의 슬래그

사업요약 제품생산 및 수익제공

www.coronetpm.com

농축 작업
슬래그와 광미는 현지에서 고용된 작업팀에 의해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쇄기, 트로멜 스크린, 정전기 분리기를 제공합
니다. 작업팀은 슬래그와 광미에서 건식으로 농축물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주요 시설로 운용할 책임
이 있습니다. 팀은 우리가 개발하는 미국의 모든 현장을
책임지고 담당할 것 입니다.

유럽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수출
CMM

한국으로 농축 재료가 납품되면 회사는 일본, 인도, 중국, 유럽 등으로 수출 할 것 입니다.
광미(Tailings)

광미와 슬래그의 농축 작업

슬래그(Slags)

www.Coronet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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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일반적인 광산운영

초보적인 기술 사용
환경오염 유발
비허가 업체가 많음

높은 농도의 화학약품 사용
시안화물을 많이 사용
새로운 허가 취득의 난제

www.coronetpm.com

광범위한 기술 사용
하지만 대규모 투자 및 시설 필요
수질오염 유발 등 실질적 개발의
어려움 존재

광산 사업은 대규모 투자 없이 수익성이 없습니다.
소규모 광산은 운영의 특성, 지리, 공식적인 비지니스 교육 부족 현상으
로 광산주는 사회 경제적 배경의 취약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자본에 접
근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광업

중간 규모 광업

대규모 광업

25~40% 회수

40~50% 회수

50~80% 회수

www.Coronet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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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프로젝트 법적규정

www.coronetpm.com

출처가 분명한 송장 거래
투명한 거래의 현금 투자

Locked
33%

투자 목표
USD 150,000,000
스마트 계약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

투자자

BTC : Min. $10,000,000

CMM 토큰과 증권 배당
10억개의 토큰 상장 예정
STO 최소 투자 단위 : 1,000만 달러
토큰 구입 : BTC, 현금통화(전신송금)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

상장
거래
7%

운용비
17%
개발
7%

CMM
미국 등록 법인 회사
미국 증권계좌 보유

마케팅
7%

백금 은 파라듐
스칸듐 지르콘
희토류

슬래그/광미
30%

Avimetal Inc.
합작 프로젝트 진행

정련

CMM Token
가치 상승

매출 증가

금광석
$1,800~2,000/troy ounce
(1 troy ounce = 31.1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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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미
$500~1,000/ton

w w w . C o r o n e t P M . c o m

주요기술 기술과 생산매출계획

토네이도 밀
재래식 볼밀을 대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분쇄 공정
마모 부품이 없음
시간당 최대 600메쉬 5톤 처리
기존 볼밀과 레이몬드 공장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모.

정전기 분류기

Avimetal's의 혁신적인 개발 공정 허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정 재무 계획

CORONET

전기 전해 정련기
제련작업 없음

물을 사용하지 않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
화학공정과의 차별화.
물 사용 없는 Avimetal의
저전력 정전기 분류기 사용.

www.coronetpm.com

그래핀 전극 음이온으로 전자를
생성하고, 음극 판에 금속을 부착,
제련 작업이 최소화되며,
CO2 배출이 없음.

www.avimetal.com

3rd Year

5th Year

7th Year

300,000 톤

700,000 톤

2,000,000 톤

생산 목표 : 3년 내, 매일 100톤

METALS

1억 달러가 모금되고 정련 계약이 실행되면 선택 된 광산(10년 이상)
의 수명이 끝날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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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핵심적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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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자동화를 통해 시설에 대한 보고 절차의 자동화를 극대화하고, 블록체인을 주요 데이터 스토리지로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단순화된 관리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접근을 실시간으로 보장합니다.
•

블록 체인을 통해 모든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 및 통계적 세부 사항을 극대화하여 종이없는 전자문서 관리 플랫폼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

금 귀금속 및 희토류 광물 광산에 블록 체인 구현

• 슬랙 또는 광미(Tailings) 광석은 현지에서 검사된 다음 덤프 트럭으로 처리 공장으로 전달됩니다. 사이즈가 큰 재료는 프론트 엔드 로더에 장착된 이동식 분쇄 버킷이나 가공
공장의 분쇄기로 인해 현장에서 분쇄됩니다. 분쇄된 광석과 선별된 광석은 1톤 자루에 넣은 다음 무게를 측정합니다.

• 분쇄된 광석과 모래는 마이크로 분쇄기로 이동합니다. 광석을 분쇄하면 건조 장치를 통해 건조된 후 정전기 분리기로 재료가 전달됩니다. 전도성 및 비전도성 물질을 분리하
면 포장된 재료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

분쇄된 전도성 재료는 침출 공정 교반 탱크에 추가 공급하여 슬러리 저장 탱크에 공급됩니다. 데이터가 블록 체인에 입력됩니다.

• 사이클이 완료되면 함침된 용액을 여과한 다음 전자 침전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저장됩니다. 그 결과 점액 또는 분말의 무게를 측정하고 제련하기 위해 정련 공장에 배송하
기 전에 블록 체인에 입력되어 자동화로 표시되고 계량됩니다. 블록체인에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투명하게 기록되어져 최종 사용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시설
에 가장 효과적인 운영 관리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블록 체인에서 실시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관리 및 세무 당국의 능력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 광업, 공정장소 및 시설 모두에서 대량 생산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장기적 정련 및 판매 계약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투자자가 암호화 경제학을 통해 참여할 수 있
도록이 STO를 통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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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핵심적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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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은 초기 분쇄 공정 및 광석 건조 장치 후 전도성 및 비 전도성 광석의 정전기 분리를 수행합니다. 금, 기타 귀금속 및 기본 금속을 포함하는 광석의 양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된 재료는 독점적 기술인 Avimetal 사의 정전기 분리기로 농축합니다. 전도성 광석 수량은 톤 중량 및 부피당 원래의 약 20%와 동일합니다. 이 수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실험실에서 바위, 자갈 슬랙 및 모래를 분석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입력됩니다. 비전도성 물질은 희토류 광물을 포함하는 다른 상
업적인 가치가 있는 재료들 중 지르콘 및 스칸듐 제품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 처리를 위해 비축됩니다.

• 독점 침출 처리
• CMM 프로젝트의 건조 농도 처리 단계는 광석 추출 공정 및 플랜트 운영 경험이 높은 컨설팅 엔지니어를 지원한 AVIMETAL사로부터 코로넷메탈 (Coronet Metals)에 라이센스로 제
공된 독점 공정을 사용 합니다.

[기술 예시] 정전기 분리기

40’ CONTAINERIZED ELECTROSTATIC SEPARATION PLANT

15

주요기술 핵심적 기술개발

[2단계] 농축공정

[1단계] 파쇄공정

조크러셔 파쇄기 토네이도 분쇄기

[4단계] 파쇄공정

www.coronetpm.com

정전기 분류기

CMM공정 CMM Process
고객공정 Client Process

정전기 집진기

[3단계] 융해공정
열교환기 55~60℃
Feed Tank
피드탱크
세라믹
압력필터

Agitating Tanks
교안기

www.Coronet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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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토큰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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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O 토큰 거래소

공인 투자자
(미국 및 해외)

일반 투자 유형

유럽
STO 토큰 거래소

증권형 투자 유형

개인 투자자
(미국 비거주자)

공인되지 않은 투자자
(미국 외 금융 종사자)

홍콩/싱가포르
STO 토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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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토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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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300

100% 전자지갑을 통한 거래

주식 증명서와 디지털 데이터(토큰)을 동시에 제공

디지털 지갑에 자산 보관

매년 주주에게 이익금 배당

안전한 증권형 블록체인 토큰

3년 후부터 자사 토큰 매입 프로그램 시작

500

일반주주

설립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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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분

증권형 토큰 배포일정

www.coronetpm.com

Pre-STO는 2021년 5월 30일까지 완료
초기 STO 토큰은 1억개 입니다.

20M

100M

180M

400M

Pre STO

Initial STO

Seed STO

Capital Increase

상장 전

초기

1~2차 상장

증자

Jan to May 2021

Jun to Sep 2021

Oct to Dec 2021

2022 to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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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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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 배분
향후 수십년 동안 혁신적인 산업의 표준이 될 것 입니다.
모든 작업은 현지에서 고용된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며,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힘이 되어줍니다.

5%
생산 노동, 유틸리티, 창고
물류, 수출, 선적 및 기타

25%

70%

제련소 수수료를 포함한
제3자 정련공정 수수료

공인 CPA 감사에 의한 월별 재무보고 생산 및 수익은 대중에게 명확하게 명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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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이익과
주주에 대한 배당금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지갑

Dashboard
사용자 정보 및 KCY가 있는 지갑

기록
전체거래 기록 작성

입금/수령
토큰 구매 또는 판매

거래
사용자의 거래 내역

시장 가격
실시간 가격변동 적용

철회/발송
토큰 판매 또는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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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4200 CMM

2.50
CMM
2.50
CMM
2.50
CMM
2.50
CMM

로드맵 RoadMap

3

1
코로넷메탈 법인

화이트캡과 야마미나 광산

코로넷 메탈 캐나다
상장으로 3천만 달러 주식 발행

광산 및 허가 취득 (2014)

2012

www.coronetpm.com

2012

2014

2

2015-2018
4

생산시설 허가

신기술

EPA허가
9백만달러 투자
금속가공 공정허가

미국 Avimetal의 정전기 분리 시스템
토네이도 분쇄시스템 설치 테스트 운영 (2015-2018)

22

로드맵 RoadMap

5

7

분석 테스트

상장 전 단계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슬래그 및 광미 테스트 (2019-2020)

Pre STO 스테이지가 완료 후
2021. 06. 01 부터 STO 토큰 판매

2019-2020

2020

2021

6

www.coronetpm.com

2021
8

슬래그와 광미

STO 1 & 2단계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서 슬래그 인수
네바다주의 광미인수 (2020)

STO 토큰 판매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2021)

23

로드맵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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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O 3단계
STO 스테이지 3은 2022년 출시 예정
차후 증권형 토큰은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증자

2022

지질 조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되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22

10
바이백 프로그램
CMM사는 시장에서 토큰가치를 제어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정 시장 가격으로 토큰 매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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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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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프로젝트 운영이사

James Gim

Douglas Ashworth

전 보잉(Boeing) 항공기 회사 대표 기술고문 역임

환경 시스템 관리 SAC 및 페루 PRG S.A.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국 기업의 수석 고문, 콜루브움과 알루비알
광구에 대규모로 매장된 금과 귀금속의 독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
항공, 광업 엔지니어링 및 공정 기술 관련 회사 창업

프로젝트 운영이사

금속전문가 & 지질학자

Richard Woorfold

Keith Hall

애리조나 공대를 졸업하고 지질학 및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74년 리처드는 오하이오 공과대학에서
전기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며, 귀금속 합금의 전기 성형에
최초의 전기화학적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페루, 가이아나 및 가나에서 40년 이상의 광산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홀씨는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주요 국가에서 미국
국무부의 외교담당 장교로 재직했습니다. 홀씨는 미국
해병대 대령으로 복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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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 아시아 운영담당

Steve Ryou

회장

James Cook

코로넷 메탈 창립 멤버
전 에이브이돔홀딩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이사

GB 에너지 회장

블록체인/KYC 스페셜리스트

한국법률중앙회 사복회장
제니스 뉴스 미디어 부회장

프로젝트 운영이사

Dan Swaney
미국 최대 규모 폐기물 처리 회사 EMS 부사장 역임.

전 포드 수석 엔지니어

Douglas
해외 담당 이사

파워 트레인 엔지니어링 부서의 생산 제어 및 품질
부문에서 Ford Motor Company와 함께 36 년 동안
엔지니어 및 직원의 감독자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더글러스씨는 경영학 학사학위 등 (1976), 1980년
산업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Seungchae Lee
서초구청 국제교류협회 수석부회장
(주)에코시아 대표이사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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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lorem 디케이 항공

스탠다드 그래핀

피추리오골드 그룹

파라마운트 그룹

www.coronetpm.com

엔바이론먼트 서비스 메니지먼트

B

스타트랙 그룹

F
에이비메탈사

멘하탄 스트리트 캐피탈사

27

월드 세이프티 트러스트

면책조항 중요공지사항

www.coronetpm.com

예비 투자자는 토큰을 구매하기 전에 다음 고지 사항을 숙지 해야 합니다. 다음 면책 조항은 이 백서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모든 부록(백서)과 함께 본 문서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백서는 Coronet Metals, Inc. (회사)가
정보 각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증권형 토큰 (이하＂토큰＂)의 향후 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면책조항＂이라는 제목 아래 이 섹션 1에 포함된 법적 조건을 제외하고, 이 백서는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잠재적 투자자는 여기에 포함 된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법적 구속력을 참조해야 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 백서를 보거나 토큰과 관련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으려면 투자자는 미국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증권법의 규정 S에 정의 된 대로) 아래 정의 됨)). 이 백서는 물리적 및 전자적 형태로 잠재 투자자에게
개인적으로 발송되며 이메일을 수락하고 이 백서에 접근함으로써 잠재 투자자는 회사에 (1) 해당 잠재 투자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이 백서는 기밀이며 해당 정보를 제공 받거나 받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비 투자자는 권한이 없으며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 백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백서를 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달, 배포 또는 복제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관할권의 해당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비 투자자는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항목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잠재 투자자가 이 백서를 이메일로 수신하는 경우 이 이메일 사용에 따른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성격의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이 백서에 포함 된 것 이외의 토큰 제공, 구독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광고를 발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광고를 발행, 제공 또는 만든 경우, 정보 또는 표현은 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신뢰
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의 배포 또는 전달이나 토큰 발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문서의 날짜 이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재무 상태나 업무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토큰은 자격을 갖춘 전문적이거나 공인된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합한 투자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완전한 투자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으며 관련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증권형 토큰 구매를 수락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오퍼링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잠재적 투자자는 회사, 자회사 및
오퍼링 조건에 대한 자체 평가 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자체 법률 고문 및 회계사를 포함한 자체 대리인의 조언에 의존해야 합니다. 회사, 자회사 및 토큰 구매를 통한 투자와 관련된 장점과
위험을 포함하는 문제. 이러한 토큰은 연방 또는 주 증권위원회 또는 규제 기관에서 권장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 한 당국은 이 백서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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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oken Offering
백서 v1

Thank you
1925 Village Center Circle Suite 150 Las Vagas, NV 89134
project@coronetpm.com
+1 702 820 9748
한국 대표 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0, 호산빌딩 4층
project@coronetpm.com
+82 2 557 7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