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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귀금속 HS71081200 (바 형태) 
 
본 거래는 SWIFT로  양측이 Bank to Bank 인증 및 확인을 통하여 SWIFT 본사 국제 
절차 LOI, SCO, SPA. LOI 구매계약서 서명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골드를 먼저 
배송합니다. 
판매자가 골드를 선적 할 때는 구매자는 본인의 제련소에 골드가 도착 시 검수  후  
지불할 수 있는 구매 자금을 사전에 판매자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KCATA는 아프리가 가나, 말리, 시에라리온의   골드 회사와  MOU가 되어 있습니다.  

    Terms and Condition 
Commodity 1TON  Gold Bar( 골드바  ) 1,000kg (1MT) 매월 1톤 

실행  가능한  해외 골드바 지속적 연동 

Quantity  400KG Per (  월 3회~  )  수량 협의   12개월   

Quality 24 Carat 고금  (1999년~ 2020년)1 Kg and 12.5 Kg weight ) 

22 Carat  고금  100kg  - 5,500,000(불) 가나  순도 95%~~~ 

22    Carat  시에라리온  1kg  49500불    순도 94%~~~ 

Purity 999.95~ 999.9~~   Plus ( 순도 999.95% ) 

Origin   가나  COMPANY  LIMITED 

(  아프리카 가나 , 말 리, 콩고, 태국 ) 

Delivery CIF Buyer’s (  검수 후 결제 조건 )  13% 

한국도착후  공항 세관,비용,세금 정제비용은 구매자가  책임진다. 

Refinery 구매자가 지정한 공인 제련소 

 

Price 
12-9% Discount Of LBMA ( 12% 할인, 바이어 9%+수수료 3% )  

 (해외의 골드 상황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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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AGREEMENT: 
1. Sellers under full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represents that he has the clear and qualified right to sell the Gold 

Dore bars. 

2. Buyer, under full corpora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represents that he has the full financial capability to purchase the 

Gold Dore bar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s and mutual covenants herein set forth, both Parties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s 

follows:  

COMMODITY SPECIFICATIONS:  

• COMMODITY: Gold Dore bars (AU metal)  

• ORIGIN:  West Africa and any country not under embargo regarding gold export. 

• FORM OF COMMODITY: Dore bars  

• QUANTITY: (1000) kilograms spot then (1000) every month with rolls and extension no maximum quantity but not less 

than 1000 kilos every month. 

• PACKAGE: Standard metal boxes. 

• QUALITY: 24 carats after final assay at buyer destination refinery. 

• PURITY: 999.95 % after final assay at buyer destination refinery. 

• PRICE: Minus nine percent (9%) based on LME afternoon price day. 

• PAYMENT:  Per Swift MT103and /or Telegraphic Transfer (TT) wire transfer.  

• SHIPMENT: As agreed between both parties. 

PROCEDURE 

1. Seller shall issue to Buyer, Sales & Purchase Agreement (SPA). 

2. Buyer upon receipt and acceptance of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SPA) shall sign and return it to Sellers 

respectfully. 

3. Seller shall countersign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SPA) and issue an INVOICE to Buyer. 

4. Buyer or buyer representative shall come down to Ghana on seller’s invitation for physical inspection of the gold. 

5. Upon successful inspection and a satisfied assay report, Buyer shall execute payment of the total value 65 kilos an amount 

equal to 6% of the total value of the aforementioned product (GOLD) to Seller’s nominated bank account below before the 

shipment commences.  

6. Buyer shall fulfill his obligation according to paragraph 5 of the PAYMENT TERMS above via wire transfer/MT103 to 

seller’s bank account below. 

7. One or two people from the seller’s side shall accompany the buyer or the buyer representative to their final destination to 

witness the final assay at the buyer refinery and the payment of the remaining 94% balance. 

8. Title of the gold shall be transferred from seller’s name to buyer’s name upon receipt of each payment. 

9. After the payment of each kilogram of gold, Seller shall fulfill his obligation of signing the change of ownership and release 

the goods to Buyer respectfully. 

10. Buyer shall issue a proof of funds from his bank to the sellers before the subsequent deliveries comm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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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Korea 10th, May, 2022 

TO: Mr. CHI MAN Song 

President 

of KOREA CULTURE ATHLETIC TOURISM ASSOCIATION 

(KCATA) SOUTH KOREA 

ON BEHALF: Prince-Junior 

Represented by: BENJIN KOGO 

CORPORATE OFFER 

COMMODITY: AU-METAL (GOLD) 

PURITY: 22 CARATS AND PLUS 

FORM: GOLD BARS OF 1KG EACH 

QUANTITY: 100 KILOGRAMS (100KG) 

ORIGIN: REPUBLIC OF GHANA 

PRICE: FIFTY-FIVE THOUSAND US DOLLARS PER KG 

( Consultation 000 $ / KG) 

AMOUNT TO PAY: FIVE MILLION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5,500,000.00$) 

PAYMENT: Page 3. Discussion matters reference 

DELIVERY: §  100 KG FOB IN GHANA AFTER VERIFICATION AND ACCEPTANCE 

§  1000 KG EVERY MONTH TO SOUTH KOREA AFTER THE FIRST 

DELIVERY 

DELIVERY LOCATION: SOUTH KOREA 

GUARANTEE ( *): A PROOF OF FUNDS (BANK STATEMENT STAMPED AND SIGNED BY THE 

BUYER’S BANK) FOR A MINIMUM AMOUNT OF THREE MILLION 

DOLLARS ( 000 000 $) 

PAYMENT: FULL PAYMENT BEFORE THE GOLD LEAVE GHANA 

DOCUMENTS: §  ANALYSIS REPORT 

§  CERTIFICATE OF ORIGIN 

§  CUSTOMS DECLARATION 

§  CERTIFICATE OR TITLE OF OWNERSHIP §  PACKING LIST 

§  PROFORMA INVOICE 

§  CERTIFICATE OF NON-CRIMIN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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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귀금속 HS71081200 (바 형태) AU  
(본 거래는 SWIFT Bank to Bank 인증 및 확인을 통해 있는 SWIFT 본사 국제 절차  

총량계약 :    1톤  (이내 외)  

기 간 :       평생                        

1) 물품 : 국제 귀금속 HS71081200 인 바   아프리카 가나, 말리  

수출 가능한 전 세계 오리지널 GOLD 등록 AU 바 1Kg 및 12.5Kg ~중량(GOLD) 

2) 사양 : LBMA에 기반 최소 순도 999.95% 이상. 

3) 수량 & 조건 : 회당 MOQ 400KG~800KG , 매월 2~ 3회  

 

4) 판매 할인 가격: LBMA -12% -9%  

 

1kg당 /(KOREA)의 (정련소) 제련소 구매자 CIF기준 , 최소 등급 999.95% AU. LBMA가격 

 할인은 최종 구매자  CIF ASWP 공항 또는 최종구매자의 금 정제소에 대한 GROSS, LBMA -12% / NET 

-9%이며，최소 99.9%의 등급으로 LBMA의 1차 가격 고정 기준.   시장 개시일의 2차 LBMA 고정에 근거
해 계산.   Malca-Amit 또는 Brink's Security Insurance를 포함 

 

A. 총 커미션은 kg당 3%    

B. 판매자측 대리인에 대한 1.5% (Closed)    C. 구매자측 대리인에  대한 1.5%  

C. 한국의 구매자가 한국측은 수수료별도 지급(컨설팅비용 00%) 

 

5)운송: CIF   ASWP 공항 또는 정제소（INCOTERMS 2010이상 사용）  

             Malca-Amitor / Brinks의 보안 보험 포함  

6) 정제 비용과 수입국 관세와 부가세는 구매자  부담  

 

 PAYMENT GUARANTEE  [은행보증]  

총량 : 1톤  (매월)  평생 계약  

결론 : 999.95%의 24k 골드바 

결재 : MT 103SPA 서류가 보내지고, 총 가치의 6%에 해당하는  

         총 금액 65킬로에 대한 지불을 수행해야 합니다. 

은행 기입해 주시고 은행에서  MT103, 100 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초대되어서 직접 물건을 볼 수 있음. 

거래가 되면 아프리카에서 책임자가 한국에 올수 있음. 

Korea  Culture Athletic Tourism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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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 기간 : 양측 SPA 계약 후, 은행에 서류 접수 후 

                       셀러 측 은행 승인 후 3일 이내외 

 

■ 진행 서류 : LOI, ICPO, FCO, SCO, ATV, POF,  

                       BCL, SPA, PB, RMA, SWIFT, IMPA(PM) 

                       BANK – HSBC, CITY, etc BANK 

 

■ 구매 절차 - 바이어측 구비서류 – 구매자가 SCO 확인 후 

 

■ LOI 또는 ICPO, ATV를 보내주시면 판매자가 FCO&SPA를 구매자에게 발송 

 

■ ATV (자체작성) (AUTHORIZATION  LETTER  TO  VERIFY  AND  

    AUTHENTICATE) 확인 및 승인 서신,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이사 여권 COPY 

■ 사업자등록증명 (영문포함) 

■ 거래은행(매입자금증명은행) 담당자 명함 또는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자금을 증명하는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BCL (Bank Confirmation Letter) 

■ 컨설턴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 여권, PM (IMPA) 

 

Gold trade Regulation Compliance 

Korea  Culture Athletic Tourism  Association  



골드수출입 진행순서 

1. 업무협의를 통해 KOREA 컨설팅사와 구매자 쌍방의 조건을 협의하여 최종 합
의후에 국내수출대행사와 해외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한다. 

2. 판매자는 계약 후 어떠한 선결제나 수수료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

약된 물량의 골드를 먼저 배송하는 CIF로 공급하기로 한다 

3. 국내의 제련소(정제소) 필수 지정한다. 

4. 구매자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골드 구매자금을 확보하고 자신의 

은행에서 발행한 자금확인서 MT-100, 103 을 증명서류 확인시킨다. 

5. 구매자는 본인의 은행계좌에 보관된 구매자금을 안전하게 블록차단하여 

판매자의 골드가 구매자에게 도착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다. 

6. 이때 판매자는 계약된 배송기일 안에 구매자에게 배송을 보장하는 이행 

보증보험증서 PB(2%) 를 구매자에게 발급하여 안전한 골드거래를 한다. 

7.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발행된 PB 를 확인후 판매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주문된 골드를 약속기일 내로 지정장소로 배송한다. 

8. CIF는 수출자가 수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수입국의 관세, 정제 비용은 구매자가 지불한다 ) 

8. 골드가 지정장소에 도착한 후 구매자는 48시간 이내에 공인된 제련소에서 골

드의 순도를 측정하는 정련을 하여야 한다. 

9. 정련을 통해 배송된 골드의 에셋 리포트(순도증명서) 발행후 구매자는 순도를 

측정하고 정산하여 구매대금을 판매자의 은행계좌로 즉시 T/T 송금한다. 

10. 은행을 통하여 구매자의 은행에 보관한 SBLC 골드구매 자금은  판매자가 회

수하거나 재활용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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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골드 선적시 아래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 여권, 통장, 골드관련 서류 일체 
검사 인증서 보고서, 소유권 증명서, 항공 운송장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 인증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Declaration of Customs  세관 신고 
Ownership Certificate  소유권 인증서 
Packing List   포장 목록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Certificate of None Criminal   무범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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