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eus Nummus Gold(ANG) –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중 하나*
(*시가총액 기준)

캐나다 기업인 Aureus Nummus Management Corporation(이하 "회사")에서 관리 및 관리합니다.

www.an.gold - jtf@an.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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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 Pitch (Option 2 of 3)

What’s the
service/product?
Adapt it to your needs and
capture your audience's
attention.

금본위제가 없으면
인플레이션을 통한
몰수로부터 저축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What’s your big
vision?
안전한 가치 저장 장치는
없습니다.

Adapt it to your needs and
capture your audience's
attention.

앨런
그린스펀
회장
What’s the core Problem
you are solving?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1987 - 2006.
Adapt it to your needs and capture
your audience's attention.

등록

Aureus Nummus Management
Corp는 FINTRAC에 자금 서비스
사업으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Aureus Nummus Management
Corp은 금융 서비스업으로
FNCEN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핀트랙 –
www.fintrac-canafe.gc.ca

핀센 - www.fincen.gov

Aureus Nummus Management
Corp의 금 공급업체, Aureus
Nummus Latin S.A.S. DIAN 및
기타 모든 관련 당국에 금
수출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번호: ANMC0359

DIAN - www.dian.gov.co

등록번호: M20237340

등록번호: 901303584-9

Aureus Nummus
Management Corp의 금
공급업체, Aureus Nummus
Latin S.A.S. ANM에 금,
귀금속 및 상품 수출업체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ANM - www.anm.gov.co
등록번호: RUCOM201909101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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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레우스 누무스 골드란?
기호 = ANG

Aureus Nummus Gold는 전 세계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 안전
피난처 및 지불 도구를 목표로 하는 금 지원 암호화폐입니다.
Aureus Nummus Gold는 다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www.probit.com

www.uniswap.org

www.ledgerdex.com

물론 Aureus Nummus Gold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www.an.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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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중요 기능
Ø Aureus Nummus Gold 공개 코인("ANG") 판매 수익금은 금에
투자됩니다.
(거래 수수료, 교환 비용 또는 관련 세금 제외)

Ø 이 금은 회사 소유가 아니라 ANG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ANG을 자신이 소유한 금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바운티 분배를 통해 ANG을 받은 ANG의 소유자는 금으로 교환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시스템에서 제거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해당 바운티 코인을
지속적으로 구매합니다.)

Ø ANG의 최소 구매 가격은 London Metal Exchange의 금 가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00,000 ANG = 순금 1온스 = 약. 1,800.00 USD*
*미국 달러 가치는 금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Ø 다른 거래소의 ANG 가격은 거래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NG을 다시 금 또는 기타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항상 금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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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더 중요한 기능
Aureus Nummus Gold("ANG") 는
같습니다.

다 음 과

Ø 탈중앙화.
Ø 독립적 인.
Ø 자유롭게 교환 가능합니다.
Ø 공급이 고정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Ø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Ø 글로벌.
Ø 골드 백킹으로 인해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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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Ø Aureus Nummus Gold는 금을 지지하여 안정성을 달성합니다. 따라서 "자산
지원" 통화입니다.
Ø 다른 암호화 통화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코드를 통해 안정성을 달성합니다.
Aureus Nummus Gold에서 우리는 전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입증된
안전한 가치 저장소가 금이라고 믿기 때문에 알고리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ANG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가
소유하고 요청 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양의 금으로 구매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Ø 따라서 Aureus Nummus Gold는 "자산 지원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Ø Aureus Nummus Gold의 가격은 거래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금 베이킹은 그렇지 않으며 ANG 구매자는 언제든지 금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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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 Nummus Gold – 잠재적인 이점

ü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ü

금으로 뒷받침됩니다.

ü

금 지원으로 인해 가치 기반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ü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고정 공급.

ü

중개자가 없습니다.

ü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ü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ü

즉각적인 거래.

ü

단일 기관은 Aureus Nummus Gold 프로토콜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ü

사기 증거, 변조 증거.

ü

완전히 분산된 스마트 계약.

ü

다운타임, 검열, 사기 및 제3자 간섭의 가능성 없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완전히 자율적입니다.

ü

익명의.

ü

대부분의 법정 화폐, 암호화폐 및 귀금속으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 - 비즈니스 거래의 장점
Aureus Nummus Gold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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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는 법적 최소값으로 제한됨

속도

신뢰하다

가짜 상품

규정 준수 및 KYC는 관리 및 조직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많은 금융 기관은 고객에 대해 매우
선택적이 되어 법적 요구 사항을 훨씬 능가하는 수표를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개설을
전염병으로 거부하고 기존 회사의 경우에도 기존 은행 계좌 폐쇄가 포함됩니다. 암호 화폐가
등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Aureus Nummus Gold의 우리는 금융 시스템이 남긴 모든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Aureus Nummus Gold는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임의의 개인
정책으로 인해 고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 사이의
거래 계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Aureus Nummus Gold는 스마트 계약을 암호화하고
공유 원장에서 거래 정보를 처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스마트 계약은 단일 실패
지점이 없는 분산 노드를 통해 실행되므로 완전한 변조 방지 및 정보 손실에 대한 완벽한 면역이
됩니다.

자치

Aureus Nummus Gold는 완전히 자율적입니다. 기본 스마트 계약은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브로커, 변호사 및 기타 중개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분산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실행을 관리하고 오류 발생률이 거의 0입니다.

보안

Aureus Nummus Gold의 보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모든 것이 분산 네트워크에
저장되므로 100% 안전합니다. 따라서 단일 실패 지점이 없습니다. 암호화는 분산 원장 기술이
해커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가 완전히 안전하고 발생률이 거의 0임을
보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해커는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동시에 1000대의 컴퓨터를
해킹해야 합니다. 이는 수행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Aureus Nummus Gold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계약은 기존 계약보다 구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기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블록체인 기반 Aureus Nummus
Gold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Aureus Nummus Gold 스마트
계약은 작업을 자동화하고 완전히 자동화된 모드에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보안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존합니다. 거래는 즉각적이고 완전 자동화되며 사기 방지, 변조
방지, 손실 방지 및 완전히 안전합니다.
Aureus Nummus Gold의 기반이 되는 기본 스마트 계약은 가짜 상품 판매를 제거합니다. 기본 분산
암호화 코드를 통해 기존의 중앙 집중식 비즈니스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했던 제품을 쉽게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실행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Aureus Nummus Gold 기반 계약을 변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당사자와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불 거절 사기 없음

전통적인 시장에서 판매자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PayPal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지불한 다음 나중에 회사에 전화하여 지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제품이 배달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 품질의 형태로 배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ureus Nummus
Gold 기반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면 합의된 거래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의도한 판매 또는 거래 조건에 동의할 수 있지만 거래를
실행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Aureus Nummus Gold 기반 계약의 이 단순한 고유 기능으로
인해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이 비즈니스 수행 및 시장 관리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도록 설정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기본 블록체인 기술은 효율성, 저렴한 비용, 더 다양하고 향상된 판매 확실성,
비즈니스 계약 실행의 완전한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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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문제점과 도전!
왜 Cryptocurrencies의 부상?

제
도전 과
그리고
제점
문
의
인 은행
전통적 그리고
스템
지불 시

신뢰 문제
무통장
전 세계 인구의 32%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는 상태이며
직접 송금 외에 보수를 받고
지불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값 비싼
& 느린
오늘날의 전통적인 지불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며 보안 및 신뢰
위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한적 은행
KYC 요구 사항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은행은 은행
계좌를 유지하거나 받는 데
더 엄격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2008년 이후
은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고객을
종료하거나 은행 계좌를
거부합니다.

기존 통화의 근본 문제는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입니다. 중앙
은행은 통화를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신뢰해야 하지만 명목 화폐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을
보유하고 전자적으로 이체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지만 준비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용 거품의 물결
속에서 그것을 빌려줍니다. 우리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은행을 신뢰해야
하고, 신원 도용이 우리 계정을
유출시키지 않도록 신뢰해야 하며,
필요할 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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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 Aureus Nummus Gold

누무스
아우레우스
골드 –
및 저축의
불
지
제
국
준
새로운 표

모든 주요 결제 시스템과 호환:
현금, 전신 송금, 신용 카드,
암호화폐 및 귀금속으로 Aureus
Nummus Gold에 대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Aureus Nummus Gold 코인은
현금, 전신 송금, 신용 카드,
암호화폐 및 귀금속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업무
거의 즉각적이고
저렴하며 쉽습니다.

내재가치를 지닌 금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코인.

Aureus Nummus
Gold는 직접
할당된 물리적 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으로
뒷받침됩니다.

ANG은 당신의 신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의 프로토콜은 중개자를 신뢰할 필요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ANG은 청구서나 보수를 지불하기 위해
은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동 중지 시간, 검열, 사기 및
제3자의 간섭이 없습니다. ANG의
ERC20 기반 합의 프로토콜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ANG은 골드
백킹으로 인해 크게
향상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Aureus Nummus Gold는 사용자가 Aureus
Nummus Gold 암호화폐를 소유하기 위해 은행
계좌나 신용 카드와 같은 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ureus Nummus Gold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불변 공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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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들
상징: ANG
교환:
당사 웹사이트에서 교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www.an.gold,
또는 www.coinmarketcap.com.
토큰 발행자: Simplexx Ltd.(영국)
토큰 관리자 : Aureus Nummus Gold Management Corporation(캐나다)
기술 개발자: Quantum Computing Labs Corporation(캐나다)
자산 유형 및 설명:
• Aureus Nummus Gold(기호: ANG)는 물리적 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으로 지원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 "금 지원"은 공개 유통되는 ANG의 경우 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이 신탁 계정, 브로커 계정
또는 기타 계정(시장 가격에 따라 다름)에 입금됨을 의미합니다.
• ANG은 토큰 발행자 또는 토큰 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공개 순환"에 있습니다.
(****) 공개 유통이 허용되는 유일한 ANG은 금으로 뒷받침되는 ANG입니다. 프라이빗 코인은
개발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 ANG은 완전히 분산되어 있으며 분산 원장 기술과 ERC20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 사용 가능한 ANG의 양은 영원히 60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 ANG을 만들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알리고 고객의 허가를 받습니다. 전환율은 ANG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Simplexx Ltd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ANG을 매입합니다. (1) 캐나다 또는 영국 법률에
정의된 불가항력, (2) 법원 명령, (3) 법적 금지, (4) 시장 및/또는 비즈니스의 유동성 문제 , (5)
교환신청 사유로 불법행위 또는 시장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 ANG의 소유권은 다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d) 금 보유에 대한 소유권.
• ANG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양도, 사용 및 소유권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관련
법률에 따름).
• ANG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통화 및 암호화폐 거래소 및 2차 시장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스마트 계약 주소: https://etherscan.io/token/0x130914E1B240a7F4c5D460B7d3a2Fd3846b576fa
웹사이트 : www.an.gold
Github.Com의 저장소: https://github.com/AureusNummusGold/Gold1
사용 가능한 금액:
60조 ANG = 60,000,000,000,000 ANG

이 숫자는 총 통화 공급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영원히 고정됩니다. 새 ANG을 만들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최소 환율:
100,000 ANG = 순금 1온스(*****)
이 환율을 기반으로 ANG 보유자는 자신의 ANG을 금 또는 기타 상품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배포 예상 수(*):
0.589조 ANG = 589,000,000,000 ANG(**)
대중에게 유통되는 모든 ANG(****)은 반드시 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일 ANG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1온스의 금괴 또는 금 등가물은 판매되고 공개
유통되는 100,000ANG당 신탁 계정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키 포인트:
• ANG 보유자는 금 또는 금 등가물을 집합적으로 소유하며, 이는 ANG의 가치를 백업하기 위해 예비 금 및 금 등가물: 웹사이트 www.an.gold를 참조하십시오
신탁 계정에 예비로 보유됩니다.
각주:
• ANG 판매 수익금 사용: ANG 판매 수익금은 관리자가 선택한 신탁 계정, 브로커 계정 또는 기타 (*) 수치는 추정치이며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에 금 또는 금 등가물을 입금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래 수수료, 계좌 수수료, 환전 수수료, (**) 2020년 1월 현재 이용약관에 따른 프라이빗 코인을 의미합니다. 프라이빗 코인 및 퍼블릭 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의 7.16장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가격은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NG 환매: ANG 보유자는 Simplexx Ltd에 ANG을 금 또는 금 등가물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 약관에 따른 퍼블릭 코인만을 의미합니다. 프라이빗 코인 및 퍼블릭 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의 7.16장을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은 후 Simplexx Ltd는 처리 비용으로 0.5%를 공제하여 ANG을 참조하십시오.
(*****) ANG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통화 및 암호화폐 거래소와 유통 시장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 또는 금 등가물로 변환합니다. 화물 및 택배 비용과 관련 세금(있는 경우)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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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레우스 누무스 골드 귀하의 재정적 안전 피난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ü
ü

Aureus Nummus(이하ANG)의 통화는 최저가격이 금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상승 제한이 없는
무한한 내재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
ANG의 가격은 금을 기반으로 하방보조(下方保護)와 상당한 안정성의 증대를 제공하며, 이
핵심 요소는 투자자와 사용자에게 향상된 가치, 보안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

ü

본질적 가치

Aureus Nummus의 가격 평가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 지원은 기본 스마트 계약,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 금
지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ü

안정

금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ANG 가치의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의 커다란 감소를 야기하는
동시에 가격 상승에 대한 잠재력은 유지한다.

ü

ANG은 모든 신용화폐와 대부분의 암호화폐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ANG의 혁신적인
점은 기준 법정 통화 신용화폐 및 암호화폐의 장점을 결합하는 동시에 물리적 금이나 금
등가물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치를 제공한다.

ü

목표는 Aureus Nummus가 실제 금 또는 금에 상응하는 것을 직접 할당하는 1 대 1 방식을
기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골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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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 Nummus Gold – 신뢰와 안전

ü Aureus Nummus와는 믿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뢰와 안전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ü 기존의 화폐와 달라 ANG의 투명한 내제 가치와 분권형 조직 덕분에
보통의 은행처럼 제 3자가 요구되지 않으며, 은행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청구서 및 보수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
ü 분권화된 시스템에 의해 Aureus Nummus의 가치나 설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가진 단일 권위자는 없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컴퓨팅 플렛폼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능한다.
ü Aureus Nummus는 완벽히 자동화된 프로그램 으로 작동하며 그
어떠한 다운타임, 검열, 사기, 제 3자의 간섭도 없다.
ü 전 세계 모든 지역 또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지불 시스템을 위한
어떠한 중간 관리자도 필요하지 않다.
ü Aureus Nummus는 모두를 위한 은행 시스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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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 Nummus Gold - 안정성의 바위

인플레이션 없음
고정 공급
채굴 불가

ü

ANG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되고 제한된 공급을 지닌다. 최대 30 조의 화폐는 판매 가능하며
안전한 가상의 지갑 속에 보관된다. 30조 이상의 Aureus Nummus 화폐는 생산될 수 없다.

ü

구매 가능한 ANG의 최대 수량은 현재 시장 가격에 따라 약 9000 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많은
수의 비즈니스 거래를 수용 할 수있는 국제 지불 및 저축 수단으로서의 ANG의 비전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ü

이 화폐는 안전한 (전산 상의) 지갑에 보관되며, 대금 지불이 완료되고 판매된 ANG 코인의 내재된
가치를 기반하기 위해 각각의 금의 양을 신탁한 경우에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통 가능하다.

ü

그 결과 Aureus Nummus는 국제적인 결제 및 저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ü

ANG은 제한된 공급량에 따라 비트 코인과 같이 일정 양 이상 채굴 될 수 없다.

ü

ANG는 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도록 디자인되었다.

ü

ANG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30 조 개의 화폐에 한한다.

ü

비트 코인과 달리 채굴 불가능한 암호 화폐는 증가 및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 이는 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공급량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ANG은
기존의 재래식 화폐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비트 코인은 새로운
코인들이 시장에 제공되므로 그의 가치는 정체 혹은 절하되나, ANG의 경우 금을 기반으로 하며
영구적으로 제한된 고정 공급량에 의하여 전체 가격은 절하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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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 Nummus Gold – 귀하의 비즈니스에 이상적

ü

Aureus Nummus는 사용자가 ANG 암호화폐를 소유하기 위해 은행 계좌나
신용 카드와 같은 신용 정보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ü

호환 가능

사용자는 간단하게 돈, 다른 암호 화폐 또는 귀금속과 ANG 코인을 바꾸면
된다.

ü

자유롭게 컨버터블

사용자의 ANG 코인은 할인된 가격으로 Simplexx에게 돈, 송금, 신용카드,
암호화폐 또는 귀금속으로 되팔 수 있다.

ü

Aureus Nummus는 금, 비트 코인, 스위스 프랑, 유로화,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엔화 또는 다른 종류의 암호 화폐들과 자유롭게 교환 가능하며,
상호운용성을 위한 암호화폐 교환에 유용하다.

ü

Aureus Nummus는 모든 기업, 소비자 그리고 소매를 위해 탄생하였으며,
국경에 제한되지 않는 거래, 빠르고 효율적인 예금을 위한 암호 화폐이다.

쉬운 판매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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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개발 단계
01

02

03

다 음 개 발 단 계 의 Aureus Nummus Gold 는
M2M(Machine-to-Machine) 거 래 에 적 합 합 니 다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생태계를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가볍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소액 거래를
제공합니다.

Aureus Nummus Gold는 또한 IoT 및 비즈니스 거래의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확장 가능한
생태계인 사물 인터넷(IoT)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IoT
환경 내에서 다음 개발 단계의 Aureus Nummus
Gold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개체를 추적하고 임의적
가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발 단계에서 우리는 Aureus Nummus 글로벌
지불 및 저축 상품의 글로벌 사용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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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Aureus Nummus Gold는 회사나
자산에 대한 이권이나 지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01

Aureus Nummus Gold는 해당 SEC
규칙에 정의된 유가 증권이 아닙니다.

02
04
Aureus Nummus Gold는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03
ANG의 최소 가치는 사업 계획이나 회사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연락하다

연락하다:
jtf@an.gold
또는 www.an.gold의 문의 양식을 통해

문의하기

법적 부인 및 정보
현재 ww.an.gold에 의하여 발행된 버전의 “개인 보호 정책”을 포함한 “계약 조건
”은 모두 사용자와 현 프레젠테이션의 완성 위해 법적 근거에 기반하였습니다.
이 문서가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제외하고, 서술된 정보는 1933년도 미국 증권법
, 1934년도 미국 증권거래소법, 1995년도 증권소송개혁법, 그리고 미국과 기타
다른 국가에 적용 가능한 보안 법규의 의미에 의거한 “미래 지향적 논의”가 구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 전망 보고서에는 향후 금의 가격, 통화 가치의 추
정치, 향후 세계 경제 생산의 시기와 그 양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하 보고서(미래 지향적인 논의, forward-looking statements)는 보통 “
아마”, “~ 할 것이다”, “기대하다”, “의도하다”, “노력하다”, “예측하다”, “고대하
다”, “믿다”, “계속하다”, “계획하다” 등과 같은 진취적인 용어들로 정의될 수 있
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Aureus Nummus의 실질적
인 결과, 퍼포먼스 또는 성과와 암시되거나 예측되었던 결과 및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가정과 기타 중요한 요인에 기초하여 야기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입장
과 정보들은 현재와 미래의 경영 전략, 그리고 Aureus Nummus가 미래에 운용할
금 값과 예측된 비용을 포함한 변수에 관한 많은 예측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
다. 미래전망 보고서에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실제 결과, 퍼포먼스
또는 성과 및 다른 중요한 요소에는 금값 변동성, 실제 생산량과 추정 생산량 간
의 불일치, 광물 매장량과 자원, 금속 회수, 그리고 Aureus Nummus를 관리하는
관계자들, 규제 제한사항, 정부 당국의 활동(세금 변동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
지 않음), 통화 변동, 세계 경제 환경, 실질 가치의 하락, 주식 시장의 변동성 및 경
쟁을 포함한 광물 운영 및 개발의 위험성 등이 포함됩니다. 미래 예측적인 입장
은 알려진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들, 변동성 그리고 실제 결과와 같은 중요
한 사실들, Aurenus Nummus의 수행 레벨, 퍼포먼스 또는 성취가 미래 예측에서
암시되었거나 설명되었던 것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업 및 경

제 컨디션의 영향, Aureus Nummus 경영진이 구입하는 금 및 기타 상품 자원 운영
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 정부 및 환경 규제, 현재 활동의 실제 결과, 경제 평가의
결론과 프로젝트 계획의 정비가 계속됨에 따른 매개변수의 변경, 광물 시장의 위
험성, 금 가격의 변동, 환율 및 금리의 변동, 주식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현재 알
려지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Aure
us Nummus 경영진은 미래 예측과는 다른 실질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도하나, 결과를 야기함에도 예측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와 미래의 사건이 현재 예상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래 지향적인 논
의가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자의 경우 미래 예측 논의에 대해 지
나친 의존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 프레젠테이션 문서에 있는 이미지는, Aureus N
ummus의 소유인 사진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Aureus Nummus 경영진은 적
용 가능한 (보안)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기타 참조에 포함되거나 조직된 어떠
한 미래 지향적인 논의의 갱신을 맡지 않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과 다른 정보
자료에 있는 이미지 및 비디오는 상징적일 수 있으며, 반드시 Aureus Nummus를
대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고의적이지 않은 에러 또는 오타
가 있을 수 있으나, Aureus Nummus 경영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Aureus Nummus 경영진은 어떠한 고의적이지 않은 에러 또는
오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ureus Nummus 경영진은 시장 상황과 필요
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ureus Nummus를 배포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Simplexx Ltd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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