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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말 

A & K GROUP DEVELOPMENT INC.는 Isla Puna 가 이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800 만명이 거주 하는 NSC 신 도시로 개발 될수있도록 20 년간 

연구하여 실행 가능한 개발 계획서를 가지고, 에콰도르 정부와 대한 민국 

정부에 자신있게 제시합니다 . 

 Isla Puna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데는 개발 이익에도 목적을 두고 있지만 

중남미 18 개 국가 국민들의 삶 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콰도르 정부와 중남미 18개 국가 대한 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 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 하고 협력하여 중남미 국민들의 삶의 보고를 만들어 내는 도시 프로젝트가 될것입니다. 또한, Isla 

Puna는 중남미 18개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공유 하는 도시로 개발 될 것이며, 에콰도르와 대한 민국 

정부의 주요산업 중심지로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창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남미 18 국가 인프라 및 산업 건설 계획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중남미 허브도시로 개발 

되고, 이곳에서 각종 무역 제품을 생산하여 북미 대륙은 물론이며,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수출 하면 

대한민국과 에콰도르에 매우 거대한 경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부 전략 및 실행 계획은 A & K 

그룹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슬라 푸나 (Isla Puna) 도시 계획을 성공적인 중남미 허브 도시로개발 하기 위해서 홍콩과 같은 

독자적인 행정 도시 (독립된 여권 사용) 로 관리될것입니다. 

 Isla Puna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년간 수출이 지속적으로 3,000억불 이상 늘어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 간접 적으로 300 만개 이상 고용 창출이 일어날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대한미국이 직면한, 

청년 실업은 물론 모든 년령 층의 실업률 을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중남미 국가들이 산업화 되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게 되여 대한 민국 정부와 협의만 된다면 이슬라 프나 중남미 국가 원자력 발전 

협의 기구를 설립하여 대한 민국의 원자력 물리학자 들과 관계 종사자 들이 모두 중남미 국가 들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대한 민국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 

할수있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국민의 실업률을 0% 로 만들고 부강한 나라가 될것입니다 .대한 민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남미 18개 국가 모든 땅에 제 2의 에콰도르 와 대한 민국 사업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라 푸나 프로젝트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 동맹 

관계를 형성 시키는 장소로 활용 하게 될것 입니다. A & K Group 에서는 에콰도르 국민과 대한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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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이슬라 푸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완성 될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것 입니다. 

 2019년 7월 26 일  

         기획,기안자 스티브 최 

 

자금 확보 및 사용처 

이프로젝트에 1 차로참여할수 있는 기업은  

1.세계 신용 등급 A+ 이상인 기업 

2.참여금 20억불 납입할 수 있는 기업 

3.한국 10개 기업과 미국 3개 유럽 1개기업 중동 1 개기업 

4. 투자 기업 건설 회사 와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5.세계 적인 보증보험 회사 한국 1개회사 미국 1개 회사 

6.세계 적인 금융 회사 1곳 

 

 

 (이슬라프나  NSC 프로젝트 개발 자금 확보 방법 ) 

 

 
1차 투자기업 숫자 5~15 

1차 투자 예상 금액 200억불(각 기업이 20억불씩 투자 또는 1차 참여 기업이 연대 보증하여 한국 금융권 또는 미국 

금융권 에서 대출함)  

1차 투자 금 사용처 이슬라프나 부동산 구매 에과도르 정부 빌려줌 50억불  기반시설 (교량 도로 전기 상하수도 

통신 조경 관공소 사무건물 건축 노동자 임시 숙소) 외 다수 

 

2차   2천 억불  확보 방법  

 

1 . 부동산 판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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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투자기업 과 에과도르 정부 연대 보증으로 월가 에서 대출  

3. 에과도르 중앙 은행과 1차 투자기업 연대 보증으로 ppp (년 2% 이자 )20년간 차입 

4.투자 이민 자금 

5. 주식 판매 

6. 1차 투자 기업과 에과도르 정부 연대 보증으로 사이버 머니 NSC coin  발행(비트코인 과 같은 유통 자금) 

 

 

2차 투자 기업 숫자 30~50 

2차 투자 업종 

1, 각종 보험 회사 

2, 투자 은행 

3, 일반 은행 

5, 호텔  

6, 주택 임대 업 

7, 빌딩 임대업 

8,부동산 개발업 

7,의료업(각종 병원) 

8,건축 자재업  

9, 유통업 

10, 물류업 

11, 각종 제품 생산업 20~50개 업종 

12,세계 각종 특허 개발업 및 판매업 

총 투자금액 2조달러에서 5조 달러  (2차 투자 업종은 2차 투자 기업과 E&K group (1차 투자기업이 함께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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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 51% 대 49% 로 투자하여 전문 투자기업이 경영을 한다 

 

기반 시설 총 공사비는 2,500 억불이 들어갑니다 이 공사 대금은 1 차 참여 기업 공동으로 보증하고 1 조 달러의 

이슬라프나 택지를 담보한 사이버 머니 (비트코인 과 같은 NSC 코인)을 발행하여 공사 대금과 자재 대금으로 

유통합니다  

홍콩 과 같은 자치 행정 도시로 개발 한다고 세계 언론에 광고 하면 부동산 투기 자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을 구입 

하기 때문에 개발 될 이슬라 프나 택지를 1년 안에 100% 판매 하여 1조달러를 확보 합니다 또 이 부동산을 구매 

하려면 우리가 발행하는 NSC 코인 으로만 구매가 가능 하게 만들면 자연이  세계 투자 시장에서  NSC 코 인이 투자 

수단으로 유통되고 100 불 짜리가 1 년 안에 200~500% 까지 상승 될수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하는 발행부서도 없고 보증 하는 곳도 없지만 세계시장에서 고액으로 투자 수단 으로 유통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NSC 코인은 이슬라 프나 택지를 담보하고 삼성 현대 엘지 에스케이 같은 대 기업과 

에과도르 정부 와 그리고 세계적인 보증보험 회사가 함께 보증하고  발행 하는 비트 코인에 10 배 이상의 신뢰 할 

수있는 NSC coin 이 될 것 입니다 

이 방법이 이슬라 프나 개발 자금을 확보 하는 확실한 수단 입니다 

이슬라 프나를 홍콩과 같은 자체행정도시로 개발하고 중남미 18개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중남미 허브 도시로 

개발하는 이프로 젝트는 100%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슬라 푸나 1 차 참여 예상 기업은 

 

 현대,삼성, LG, SK, POSCO, 외 5개 한국기업 미국 3 개 기업  중동 1개 기업 유럽 1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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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판매 수익금 1 조 2 천억 달러 중 1 차 4,600 억불 택지 판매 수익금 배당 

 (사업 시작 2 년 이내로 배당 예상) 

 

1. 에콰도르 중앙 정부                         600억불배당 지분 배당   20%        투자금 

2. 에과도르 과야 지방정부                   300 억불배당                10% 

3. 에콰도르 기업                               300 억불배당                10%        20억불 

4. A&K GROUP DEVELOPMENT INC      300억불배당                10% 

5. 삼성                                           150억불배당                 5%        20 억불 

6. 현대                                           150 억불배당                 5%        20 억불 

7. L G                                            150 억불배당                 5%        20 억불 

8. S K                                            150억불배당                 5%        20 억불 

9. POSCO                                       150억불배당                 5%        20 억불 

10. GS                                             150 억불 배당                3%        15 억불 

11. 롯데                                           150 억불 배당                3%       15 억불 

12. 대림                                           150 억불 배당                3%       15억불 

13. 한화                                           150 억불 배당                3%       15 억불 

14. 엘에스                                        150 억불 배당                3%       15억불 

15. 미국기업 (JP MORGAN CHASE          150 억불 배당               2.5%     10 억불 

16. MET LIF                                      150 억불 배당                2.5%     10억불 

17. SILVESTEIN PROPERTIES                  150 억불 배당               2.5%     10억불 

18. EXTELL DEVELOPMENT COPANY       150 억불 배당                2.5%     10억불 

 

19. 중남미 18개국가 공동 운용자금                                                 1,000억불 

 

20. *** 위 투자회사는 사정에 의해 변동 될수있다 

 

1차 수입 금을 참여 기업에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는기반시설 공사 대금 으로 2,500 억불을 

지불하고, 50여개의 기업을 설립하여 9,000 억불을 투자 한다. 

 

 

 

200 억불  사용처 

1. 에콰도르정부에 50억불을빌려준다. 

2. 에콰도르기업 과 A&K group 에 22억불을빌려준다.  

3. 130억불은 지출 내역 표에 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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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정부와 에콰도르 기업 그리고 에이케이 그룹 에게 차용해준 금액은 택지판매 1차 수입 에서 

공제한다  

 

이슬라 푸나 택지 전체를 구매하고, 에콰도르 국민투표로 이슬라프나 가 홍콩과 같은 자치 행정 도시로 

확정이 되었을 때 에콰도르 정부와 에콰도르 기업 과 A&K group에 공동 투자금에서 72억불을 

차용하여준다. 

 

***이슬라 푸나를 어떠한 도시로 개발 할 것인가? *** 

1. 이슬라푸나를 지상 낙원 같은 환상적인 도시로 개발 할것이다 

2. 에콰도르와 대한민국 국민이 중남 미 대륙에서 무역 문화 경제 정치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전진 

기지로 개발한다.  

3. 홍콩과 같은 자치 행정 도시로 개발한다 (도시 자체 발행여권을 사용한다.) 

4. 중남미 18개 모든국가가 경제 정치 문화 공유하는 연합국가 도시로 개발한다. 

5. 스페인어 영어 대한민국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시로 개발한다. 

6. 우주시대에 걸맞는 4차산업의 우주 관광도시  (NEW SPACE CITY) 로개발한다. 

7. 모든시민이 100%무료교육  (유치원에서대학) 무료의료 등 사회복지도시로 개발한다. 

8. 800만시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개발한다. 

9. 한국인 100만명이상 이주하여 생활하는 도시로 개발한다. 

10. 대한민국 교포가 미국에서의 삶보다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는 

최상의 도시로 개발한다 . 

11. 미주 대륙에서 유일하게 총기사용 불가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한다. 

12. 지폐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화폐 (NSC coin )만으로 운영되는 도시로 만들어 범죄없는 도시가 

되도록한다. 

13. 우주 발사대를 건설하여 우주여행을 하는 도시로 개발한다. 

14. 도시 전체를 건축물과 각종 조형물을 우주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을 하여 세계적인 광관도시로 

개발한다. 

15.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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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반시설 건설비용 

15. 부동산판매 수익 

16. 50 만불투자이민 

16-1. 부동산 가격대비표 

16-2.부동산 택지 판매 방법 

16-3. 중남미 18 개국가 경제와 정치를 이슬라푸나 NSC  프로젝트에 결집하게 하는방법 

16-4. Manabi 주에 자유무역 특구를 설정하여 중공업단지와 중화학단지 를조성한다.  

          16-5. 에과도르 대통령 실에서 발행 한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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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SC PROJECT 가 진행되면 대한 민국에게 좋은 점  

1. 중남미 국가로부터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있으므로 많은 건설인력을 송출하여 외화획득을 올릴 

수 있다. 

2. 국내에 남아도는 많은 건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3. 조기은퇴자와 노령의 고급인력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줄수 있다. 

4. 많은 건설자재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수출이 활발해져 수출순위 세계 3위에 진입할 수 

있다. 

5. 중남미 국가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여 자원을 확보할수있다. 

6. 중남미 18개 국가의 국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문화를 그곳에 전파하여 한류붐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대한 민국제품의 수출이 가능하다. 

7. 대한 민국의 건설기업이 에콰도르 정부와 협력하여 중남미 인프라 시설 수주등 많은 산업 

시설을 수주할 수 있다. 

8. 많은 국가에 플랜트 수출이 가능하여 미래의 지속 적인 수출이 창출된다. 

9. N.S.C PROJECT로써 미국, 독일 과 에콰도르, 대한 민국이 합작하여 우주산업시대를 열어 

미래산업을 개척하면 많은 국익을 가져올 수 있다. 

10. 중남미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900억불을 대한민국 과 미국,  그리고 독일과 함께  투자 

하여중남미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시설 에 공동 투자 하므로 많은 소득을 공유 

할수 있고 정치적 으로 협력 하는 관계 를 만들어 낼수 있다 . 

이 외에도 여러분야에서 중남미국가의 경제와 정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제 2의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중남미 지역에 제 2의 건국을 하는 의지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중남미 지역에 신 산업을 

개척한다는 것은 에콰도르 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속적인 큰 소득원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 민국에서 먼거리에 있다 하여 중남미 지역에 투자 하는것을 소홀이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20년후에는 중남미 국가의 경제 규모가 유럽이상 거대해 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투자 

국가로 참여하면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얻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중남미국가의 전반적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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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슬라 푸나에 대한민국의 수출품 생산 공장을 운영할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해 진다. 

그이유는? 

1. 각종 원자재 가 매우저렴하다 

2. 세금이 15년간 없다 

3. 인건비가 저렴하다 (숙련공 월 600불) 

4.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수출 시 물류 비용 이 대한 민국에서 생산 할때보다 50% 절감 

된다 그리고 상품 배달 기간을 70% 까지 앞당길 수 있다. 

5. 독립된 섬으로 도시관리와 거주 하기에 안전한 곳이다(현재 새우농장 노동자들만 약 10,000 명 

이 거주하고있다) 

섬 옆에 (1,000m)무역 항만 시설 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옆에( 2,000m) 신공항 부지로 지금 공항을 건설 

하여 운영 할 투자 회사를 찿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에콰도르 정부로 부터 이섬을 홍콩과 같은 자체 행정 도시(별도의 여권 사용) 로 개발 할 뿐만 

아니라 공용어로 대한민국어 사용과 대한 민국헌법을 도입하여 도시를 운영 하고 군경 및 검찰 법원 

그리고, 도시 공무원 을 50%의 대한민국 사람으로 채용 하여 도시를 운영 할 계획이다 

우리는 우선 공장 부지를  1차 대한민국 의 제조 기업에 만 저럽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 이다. 

1~2년 이후부터 공장 건설이 시작 되면  택지 가격이 최저 5~10 배 까지 상승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 민국의  5개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한국 정보로 부터 200억불을 대출받고 대한민국인 20만  

세대로 부터,  각 50만불 투자이민( 1,000 억불) 을받아 도시를개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 참여 10 개회사는 이슬라 푸나 개발소득을 배당 받고, 2년 이내  택지 판매 소득 으로 150 

억불 이상  배당을 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중남미 18 개 나라에 인프라 개발 참여와 각종 수출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있도록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참여 회사로 선정되는 자체만으로도 행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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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습니다. 

 

3.   1 차 동업 회사 에 주어지는 특혜  

1. 공장부지 10만평방미터 무상 배당 

2. 주택 부지 10만 평방 미터 무상 배당 

3. 상업 지역 부지 10만 평방 미터 무상 배당 

4. E & K GROUP devolopment co 주식  배당 

5. 이슬라 푸나 개발 건설 수주 우선 배당 

6. 이슬라 푸나 도시 내 사업중 1가지 20년간 독점 사업권 배당 ( 건설 회사 10. 보험회사 3. 은행 3. 

건설자재 3. 호델 3 ( 카지노 3곳 E&K 독점사업) 백화점 3.위락산업 1. 주유사업 2. 물류 사업 2. 

전력 사업 1. 상하수도 1. 도시개스 1. 대중교통 2. 통신사업 2 유선방송 1 공중파 방송 2)  

단위: 개소 

   ***공장 부지를 20년 이후에 주거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가능 하도록 정부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이로 말미 암아, 20년 이후에는 공장택지 가격이 최하 100 배는 상승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장 부지를 분양 받는 순간 부터 수십배의 차액이 발생 하므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택지를 

분양 받으려 할 것 입니다.*** 

4.  사업 승인 취득후 부지 판매가격 

1. 공장부지 100,000,000 평방 미터당 미화 $50                        $5,000,000,000 

2. 주택부지 200,000,000 평방 미터당 미화 $500~2,000             $100,000,000,000 

3. 상업부지 100,000,000 평방 미터당 미화 $5,000~15,000         $1,100,000,000,000 

4. 합계                                                                          $1,205,000,000,000 

 

 

5. 공업단지 입주시 적합한 업종 

1.제철공장 

2.조선소 

3.소형자동차공장 

4.가전재품공장 

5.IT 공장 

6, 반도체 공장 

7.제지공장 

8.화학공장 

9.방직공장 

10.신발공장 

11.의류공장 

12.가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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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방공장 

14.가발공장 

15.인형공장 

16. 컨테이너공장 

17.화장품공장 

18.타이어공장 

19. 각종로봇공장 

20.각종 기계공장 등 모든 

산업제품공장 

 

*****대한민국 정부가 이슬라 푸나에 아메리카 대륙 수출 개발 연구소 및 중남미 국가 산업시설 개발 

연구소 운영시 대한민국에 막대한 국익 을 가져올수 있슴*****  

 

6 .대한 민국 신문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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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에콰도르에 600 억불을 들여 투자를 한데 이어 또 페루에 600억불을 들여 재 투자를 한다. 이제 

우리도 나서서 중남미 18 개 국가 산업 진출에 대한민국의 전초기지가 될수있는 이슬라푸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에콰도르에 외국인이 살기에 세계에서 3번째로 좋다고 하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물가가 싸다 

둘째; 집값이  싸다 

셋째; 기후가  좋다 

넷째 ; 사람들 인심이좋다 

다섯째; 치안이 안전하다 등등 으로 외국인이 살기에 매우좋다고 합니다 

 

7. 이슬라 푸나를 홍콩과 같은 행정도시(이슬라 푸나(NSC)New space city) 여권발급) 로 NSC Project 

로 개발 할경우 에콰도르 정부와 에콰도르 국민들이 얻어지는 혜택 

 

이슬라 푸나를 홍콩과 같은 행정도시(이슬라 푸나(NSC)New space city) 여권발급) 로 NSC Project 로 

개발 할경우 에콰도르 정부와 에콰도르 국민들이 얻어지는 혜택 (최소 800만 거주 도시가 되어야 자급 

자족하는 최상의 복지 도시로 운영 할 수 있으므로 이슬라 푸나를 800 만 명이 거주 하는 도시로 만든다 ) 

 

1. 도시가 완료되는 20 년 이후 에콰도르 국민소득 (GDP)이 10 만불에달한다. 

 

2. 프로젝트 개발소득을에콰도르 정부 30% 과야길 지방정부에콰도르 기업이 10% 를 배당받을뿐만 

아니라  많은 에콰도르 기업들이 개발소득을취하게된다. 

 

3.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100만개 의 직접고용과 200 만개의 간접 고용이 되여 실업자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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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콰도르 전지역 (모든 도시와 농촌에)200개 이상의 생산 공장 (이슬라 푸나 거주 공장의 

하청공장) 이 이슬라 푸나 투자기업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세워 진다 그리고 과야길 보소하 

마찰라 지역이 NSC 위성 도시가 만들어저 세금 소득이 늘어나 에콰도르 경제에  큰도움이 된다. 

 

5. 에콰도르에 대한민국 기업으로 부터기술 지원을 받아 각종기능, 기술 연수원이 10 곳 이상 

만들어져 운영하게 될 것이며, 향후 20년안에 에콰도르 국민들의 기술력은 대한민국과 같게 

된다. 

 

6. 에콰도르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과 공동으로 에콰도르 전 지역의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7. 에콰도르 정부 기업은 대한 민국 기업과 합작으로 중남미 18개 국가에 각종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및 기간산업 건설을 수주하고 각종 생산 공장 건설을 수주하여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다. 

 

이외 에도 이슬라푸나가 NSC ( new space city) 로 개발되면 수많은 혜택이 에콰도르 정부와 

국민들에게로돌아간다. 

 

8.이슬라 푸나 프로젝트 진행스케줄  

 

2019 년 8월  

 에콰도르 정부가 대한 민국 정부와 A &k Group에  LOI ( 이슬라 푸나 개발 의향서) 발송과  대한민국 

17개 기업과 대한민국정부, A & K GROUP에 이슬라 푸나 사업설명회 초대장 발급 

 

2019 년 11 월  

에콰도르 국회 의사당에서 사업설명회 개최와 A & K GROUP 대한민국 참여기업과 에콰도르 정부 MOU 

체결  

 

2019년 11월  

에콰도르에서 대한 민국의 5개 기업과 에콰도르 정부, A & K GROUP이 합자로 E & K GROUP co 설립 

 

2020년 1월  

이슬라 푸나 개발 사업 국민 찬반 투표 실시  

 

2020년 1월  

투자 자금 200억불 입금 

E & K GROUP 설립 및 재정위원단 및 집행 위원단 구성 

도시설계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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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부동산 매입 계약과  임시교량 공사와 택지 정리 공사 발주 

NSC Project 홍보용 다큐멘타리 제작 계약 

건축 자재 확보단 설립운영 

무역  부서 설립 운영 

 

2020년 2월  

교량 공사와 임시도로 200 KM정리공사시작 ( 착공식) 

 

2020년 2월  

세계 언론에 이슬라 푸나 프로젝트 소개 및 NSC 도시 조감도 세계 각 공과 대학에 응모전 발표 (상금 

1위 $5,000만불 2위 2,000만불 3위 1,000 만불 입상작 5개 입상 대학에 각 400만불 씩 총 1억불 지불) 

하므로 세계 투자자 들에게 투자 홍보용으로 사용한다 

 

2020년 4월 

공모전 발표 및 시상  

임시공사용 바지선 교량 설치 시작  

공사 노동인력 임시 숙소 건설 시작 3 만호  

 

 

2020년 4월  

NSC 법률연구단 구성  

보험 회사 설립  

건설 회사 설립 

투자은행 설립 

 

2020년 4월  

도시 설계 계약  

건설 위원단 조직 

( 건설자재 조달부. 건축자재 품질관리부 건설업선정 심사부 .설계 검토심사부.시공 품질 관리부) 

 

2020년 5월 

도시법률 연구 시작 

홍보용 다큐멘타리 제작 완공  

유튜브와 세계미디어 에 광고 시작 

 

2020년 7퉐  

E & K GROUP 10 개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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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50 만불 투자 이민 접수시작 

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E & K GROUP 주식을 상장하여 1,000억불 자금확보( 사정상 6 개월 이후로 

미루어 질 수 있슴 

 기반 시설 각종 공사 시작 

 

2019 년 8월 

도시 운영 기획단 구성 50 명 

토지 판매 시작  (미국 과 대한 민국에서) 

도시 투자기업 선정 

 

2020 년 9월 

E & K GROUP채권발행 하여 대한 민국과 미국에서 판매 시작 

각종 건축 시작 아파트 20 만호 주택 3만호 

 

2020년 10 월  

부터 중동자금 연이자률 2% 로 정하여 영입 매년 200억불씩 5년간 1,000억불 자금 조성한다 

 

2021 년 12월 

투자 이민자 아파트 완공 

 

2023년 12 월 

다리공사 완공 

 

2024년까지 택지조성과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 완료  

 

 

 

 

9. 수조 달라가 투자되는 이슬라 푸나 프로젝트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 할것 인가? 

  

1. 15 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는어떠한 세금도 징수 하지 않음으로 세계의 기업들을 투자 유치 할 수 

있다. ( 세금을 징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시 운영 자금을 확보할것인가?) 

 

2. 2조 달라에 해당하는 금액 비율로 NSC COIN 발행하여 사용 한다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NSC 

도시에서 화폐로 사용 한다) 

       

3. 이슬라 푸나와 중남미 18 개국에서 운영 하는모든 사업과 영업 장소 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자들과 

50:50 비율로 동업하여 얻어지는 소득으로 도시를 운영한다. (예, 건설업 현대건설 E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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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합자사업 금융업 씨티은행 E & K GROUP합자 사업 호텔 업 E& K GROUP 합자사업 IT 사업 

삼성전자 합자 하여 생산한 제품을 북미와 중남미 에 판매한다 백화점 사업 Mesh E & K 

GROUP  합자회사 인터넷 유통사업 e bey E&K GROUP합자사업 등등) 

 

4. E & K GROUP 에서 20 년 만기 연리 5% 이자 채권을 발행 하여 5,000억불을 확보 한다. (합자회사 

모두 와 에콰도르정부 연대 보증하여 대한민국과 월가에서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한다.) 

 

5. E & K GROUP 에서 이슬라 푸나 프로젝트 담보와 대한 민국의 합자 회사 연대 보증 으로 HSBC 

은행에 보증서 (SBLC)를 발행 받아 1,000 억불을 A & K GROUP 을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두바이 

자금을 년 2% 10년 만기 지불 발행으로 매년 200 억불 씩 5 년간 대출 받는다. 

 

6. E & K GROUP주식을 대한 민국과 미국에서 상장 하여 2,000억불을 확보한다. 

 

7이슬라 푸나를 중남미 18 개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컨트롤 하는 공동체 허브도시로 개발하여 세계의 

자금을 확보한다  

 

8. 가상 화폐 유통 방식을 이용 하여 대한 민국의 대기업 삼성 현대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등이 함께 

참여한 E & K GROUP 의 주식을 발행 하고 이슬라 푸나 부동산을 판매한 소득 약 1조 달라를 확보하여 

이슬라푸나를 중남미 국가들의 공동 구역 으로 개발 한다. 

 

 

10. 이슬라 푸나 개발소득 (초기 2 년간 부동산 판매소득)  

 

2년간 5,000 억불 순소득이 생기므로 에콰도르 중앙 정부에만 600 억 불이 배당되고 에콰도르  기업에게 

300 억불이 배당된다. 그리고,A & K GROUP 300억불 과 대한민국 기업 에게 각각 150억불 배당된다. 

 

이 외에 이슬라 푸나 와 중남미 18 개 국가에 대한민국 기업과 합자로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다 . 

 

 

11. 에콰도르 정부와 A & K GROUP MOU 체결 내용 

 

1. 이슬라푸나를 600 만 인구가 상시 거주하고 200만 유동 인구가 거주하는 NSC (New 

space City로 개발한다. 

2. 이슬라푸나를 NSC 여권을 발행하는 자치 행정 도시로 개발한다. 

3. 이슬라푸나를 자치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도시로 만든다 . 

4. 이슬라푸나에서는스페니쉬와 영어 대한민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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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슬라 푸나 경찰 . 경비사령부 인력 그리고 검사와 판사 .행정직 관리 인력은 에콰도르인 50%와 

대한민국인 50%를 선발하여 고용한다 시장은 에콰도르 사람으로 부시장은 대민국사람으로 

정한다. 

6. 이슬라푸나에서 거주하는 시민이나 사업체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는 15년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7. 이슬라 푸나 (NSC) 도시 운영자금은 이슬라 푸나 와 중남미 18개국에서 각종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으로 운영한다.(약 50 개 기업운영) 

8. 이슬라 푸나 개발된 토지는 A & K GROUP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판매한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2% 로 정한다. 

9. A & K GROUP은 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50만불 투자 이민 자들을 모집한다. 모집 수수료는 

입금되는 금액의 1%로 정한다. 

10. A & K GROUP은 이슬라 푸나 택지와 에콰도르 정부와 5개 투자기업 연대 보증으로 HSBC 

은행으로 부터 발행 받아 중동 자금을 연리 2% 로 정하여 5년간 1,000 억불을 대출받는다. 대출 

컨설팅 금액은 2%로 책정한다. 

11. A & K GROUP은 이슬라푸나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을 영입한다. 

12. 에콰도르 정부는 이슬라 푸나 토지주 들로부터 헥타르 당 미화 4,000달라 이내로 전체 이슬라 

푸나 토지 금액 이 10억불이 넘지 않게, 지주 들로부터 땅을 강제 수용하여 E & K GROUP에 

판매 하여야한다. 

13. 에콰도르 정부는 NSC 도시 설립이 되고, 도시 운영이 정상화 (5년이내) 될때까지 모든 

투자인들과 재산을보호 하여야 한다. 

14. 이슬라푸나를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공동 구역으로 개발한다. 

15. 에콰도르 정부는 초기자금 200억불이 입금되기 전 까지소요 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16. A&K group 과 참여기업에서 각 3명씩 참여하여 프로젝트개발을 대행한다 

 

*** 에콰도르 정부 와 A & K GROUP 이 MOU 가 체결되면 대한 민국에서 에콰도르정부 와 A & K 

GROUP 이 이슬라 푸나개발 추진 위원단을 구성하여투자 이민 중소기업 투자단 대기업 투자단이 이에 

따른 법률 지원단을 결성하여 운영 한다. 

 

*** 에콰도르 정부는 LOI 내용에 MOU 조항 모두를 삽입하여 대한 민국 정부와 A & K GROUP에 

보내야한다*** 

 

 

12. 입금 예상 스케줄 

 

2020 년 1월  

$ 20,000,000,000 (200억불) 각 투자기업의 투자금 또는 대한민국 정부 은행 과 세계금융 시장 으로부터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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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000,000,000 (200 억불 )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50 만불 투자 이민 

$5,000,000,000  (50 억불) 이슬라 푸나토지 판매 대금 

$30,000,000,000  (300 억불) E & K GROUP 주식 대한 민국과 미국에서 판매대금 

합계 $55,500,000,000 (5백 50억불) 

 

2020 년 10월  

$20,000,000,000 (200 억불 ) 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50만불 투자 이민 

$10,000,000,000 (300억불) 이슬라 푸나 토지 판매 대금 

$20,000,000,000 (200 억불 ) 중동 대출 자금 유입( 이슬라 푸나 토지 담보로 년이자 2% 10년 만기) 

$130,000,000,000 (1,300 억불) 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E & K GROUP  bond ( 년 이자 5% 10년 만기 채권 

판매) 

합계$ 200,000,000,000 (2,000억불) 

 

2020 년 12월  

$120,000,000,000 (1,200 억불) 이슬라 푸나 토지 판매 대금 

$30,000,000,000 (300 억불) 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E & K GROUP bond ( 년 이자 5% 10년 만기 채권 

판매) 

$70,000,000,000  (700 억불) E & K GROUP 주식 대한 민국과 미국에서 판매대금  

합계 $220,000,000,000 (2,200 억불) 

 

2021년 8월  

$60,000,000,000 (600 억불 ) 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50만불 투자 이민 

$20,000,000,000 (200 억불 ) 중동 대출 자금 유입( 이슬라 푸나 토지 담보로 년이자 2% 10년 만기) 

$40,000,000,000 (400 억불) 미국과 대한 민국에서 E & K GROUP  bond ( 년 이자 7% 10년 만기 채권 

판매) 

$150,000,000,000 (1,500 억불) 이슬라 푸나 토지 판매 대금 

합계 $270,000,000,000 (2,700 억불) 

 

2021 년 12월  

$200,000,000,000 (2,000 억불) 이슬라 푸나 토지 판매 대금 

 

2022년 6월 

$20,000,000,000 (200 억불 ) 중동 대출 자금 유입( 이슬라 푸나 토지 담보로 년이자 2% 10년 만기) 

$100,000,000,000 (2,000 억불) 이슬라 푸나 토지 판매 대금 

합계 $220,000,000,000 (2,200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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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월  

$400,000,000,000 (4,000 억불) 이슬라 푸나 토지 판매 대금 

 

2023 년 6월  

$20,000,000,000 (200 억불 ) 중동 대출 자금 유입( 이슬라 푸나 토지 담보로 년이자 2% 10년 만기) 

 

2024 년 6월 

$20,000,000,000 (200 억불 ) 중동 대출 자금 유입( 이슬라 푸나 토지 담보로 년이자 2% 10년 만기) 

 

총 합계$1,795,000,000,000 (1조 6천 300 억불) 

 

 

13. 지출예상 스케줄 

 

2020 년 2 월 

사무빌딩 매입 및 업무비용 2억불 

회사 설립비용 1억불 

부동산 매입 10억 불 

에과도르 정부 대출 50억불 

에과도르기업과 A&K group대출 22억불  

합계                                  85억불 

 

2020년 3월  

 임시 공사용 바지선 교량공사계약금 1 억불 (3억불중) 

홍보용 에니메이션 다큐멘타리 계약금 2,000만불 (5 천만불중) 

공사 노동인력 임시 숙소 건설 3 만호계약금      3억불(9억불중) 

합계                                                         4억 2천만불 

 

2020년 4 월  

1호 사장교 공사 계약금 6 억불( 30억불중) 

임시비포장도로 공사 정지작업 200KM 3억불 (10억불중) 

합계                                                         9억불  

 

2020년 5월  

도시 투시도 공모 상금 지출                         1억불 

보험 회사 설립 자금                                   1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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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회사 설립 비용                                      1 억불 

투자은행 설립 비용                                       2 억불 

합계                                                          5억불 

 

2020 년 5월  

도시 설게 계약금 지출                                 4억불 ( 20억불중 ) 

임시 전력 및 상하수도 계약금 지출                 1억불  (5억불중) 

합계                                                        5억불 

 

 

2020년 8월  

노동자 숙소 중도금                                      3억불 

바지선 임시 교량 공사비 중도금                    1억불 

광고비                                                      2억불  

택지 조성   계약금                                      5억불        ( 100 억불중 )   

E & K GROUP 30 개 자회사 설립 비용             3억불 

각종 기반시설 공사비 계약금                      30억불 

합계                                                        45억불 (146.2) 

 

 

 

2020년 10월  설계비 중도금                         5억불 

 

2021년 1월  

각종 기반시설 중도금                                  50억불 

투자이민 자 아파트 건설 계약금                     40 억불 (200 억불중) 

합계                                                        90억불  

 

2021년 2월   

다리공사 2곳 계약금                                   18억불 (60억불중) 

각종 기반 시설 중도금                                150억불 

노동자 숙소 잔금                                         3억불 

에콰도르 정부  개발소득 배당금                   300 억불  

나머지 9 개 동업회사 배당금                       500 억불 

투자이민 자 아파트 건설 중도금                     50 억불 (200 억불중) 

총계                                                    1,021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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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투자이민 자 아파트 건설 중도금                     50 억불 (200 억불중) 

에콰도르 정부 개발소득 배당금               300억불 

9개 동업 회사                                     500억불 

사장교 중도금                                        3억불 

기반시설 건설비 중도금                        300 억불 

30 개 자회사 사업 자금                         300 억불 

계                                                 1,153 억불 

 

2022 년 6월 

투자이민 자 아파트 건설 중도금 50억불  (200 억불중) 

에콰도르 정부 개발소득 배당금              200억불 

9개 동업 회사                                   500억불 

사장교 중도금                                      2억불 

기반시설 건설비 중도금                      300 억불 

30 개 자회사 사업 자금                       300 억불 

계                                                 1,052억불 

 

2022년 12월  

투자이민 자 아파트 건설 중도금               50억불 (200 억불중) 

에콰도르 정부 개발소득 배당금              200억불 

9개 동업 회사                                   500억불 

사장교 잔금                                         1억불 

기반시설 건설비 중도금                       300 억불 

30 개 자회사 사업 자금                       300 억불 

18개국 공동 기금                             1,000억불 

계                                                 2,051억불 (5,518.2) 

2023 년 1월 부터 

매년  도시운영 자금으로  500 억불씩 지출되므로 E & K GROUP 투자회사 와 에콰도르 정부는 매 년 

50억불 만 배당 받는다. 단 중남미 국가에서 얻어지는 투자 소득은 매년 정산하여 주식 비율로 배당 

받는다. 

 

 2023년 6월 과 12 월 

공사비 잔금                                     500 억불 

공사금 예비비                                  423 억불 

 모든 공사금 지불                           2,500 억불  

 

부동산 판매대금      $1,2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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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100,000,000,000 

주식 판매                $200,000,000,000 

대출                      $100,000,000,000 

입금총액              $1,600,000,000,000  1조 6천억불 

총 지출                 $700,000,000,000 

잔액                     $900,000,000,000  2차 투자 자금  

 

 

 

14. 기반시설 건설 비용 

Estimated Expenditures AREA CATEGORIES ESTIMATED AMOUNT ($) REMARKS 

1. Real estate sales service fee                                                                                                                

$9,000,000,000 

2. Urban design and permits                                                                                                                  

$2,200,000,000 

3. Preparation of housing site & Lot divisions                                                                                            

$1,000,000,000 

4. Bridge (4 ea)                                                                                                                                 

$12,000,000,000 

5. General roads 1000 Km (1Km/ $6,000,000)                                                                                             

$6,000,000,000 

6. Expressway (100 Km) (Private investment)                                                                                              

$1,000,000,000 

7. High-speed railroads (100 Km) (Private investment)                                                                                  

$1,000,000,000 

8. Monorail (1000 Km) (Paid by municipal taxes)                                                                                        

$30,000,000,000 

9. Electricity (Private investment)                                                                                                           

$10,000,000,000 

10. Water & Sewer (deep-sea water) (Private investment)                                                                             

$10,000,000,000 

11. Communications (Private investment)                                                                                                   

$5,000,000,000 

12. Public facilities (schools, hospitals, city hall, courthouses, police stations, fire departments, 

stadiums)                 $30,000,000,000 

13. Apartments for investor immigrants (200,000 households)                                                                        

$2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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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iscellaneous (Urban automation)                                                                                                      

$20,000,000,000 

15. Moving expenses and compensation for residences & Temporary housing                                                      

$500,000,000 

16. Park and landscaping                                                                                                                      

$20,000,000,000 

17. Reserved contingency                                                                                                                     

$30,000,000,000 

Total (including private investment of                                                                                                   

$207,700,000,000 +$42,300,000,000(Reserve fund)=$250,000,000,000 

 

 

 

 

 

 

15 부동산 판매 수익 

 

공장부지 100,000,000 평방 미터당 미화 $50                           $2,000,000,000 

주택부지 200,000,000 평방 미터당 미화 $500~2,000             $100,000,000,000 

상업부지 100,000,000 평방 미터당 미화 $5,000~15,000       $1,100,000,000,000 

합계                                                                        $1,202,000,000,000 

택지 판매 면적   400,000,000 s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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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0 만불 투자이민  

 

한 가족이 50만불 을 투자하면 남미에 위치한 800만명이거주할 안전하고 쾌적한  환상적 이고 현대화 

된 최첨단 시설 의 미래우주 도시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보장을받을 수 있다. 

 

1. 유치원 에서 대학까지 수준높은 무상 교육을받는다. 

2. 전가족이 수준높은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다. 

3. 40평 1등급 아파트에 무료로 거주한다. 

4. 매월 2천불생활비지원을받는다. 

5. 전가족이직장을보장받는다. 

6. 투자금 50만불은 손실없이 15 년후에 전액 돌려받을수있다.  

7. 투자금에대한 보장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한다. 

8. 50만불 투자금은 투자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1주일 이내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도시에서는 대한 민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 

모든시 공무원은 50% 는 대한민국사람 으로 채용될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어를 못해도 이도시에서 

생활하는데에 전혀지장이없다. 

 

1.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접수비는 없다. 

2. 3년후 단계적으로 이주하게 된다. 

3. 한정된인원(20만가구)을 선별하여 당첨자는 이주를 승낙 한다. 

4. 이도시 개발 계획 발표와 투자 이민자 당선자는 2020년 6월에 발표한다 

 

 투자 이민 신청은 AKCON,INC@hotmail.com 으로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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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부동산 가격 대비 표(m2 )(Table for real estate price) 

 

City name       Housing price     Apartment lot price    Commercial lot price 

도시명;            주택지 가격 아파트 부지 가격        상업지 가격 

 

A. PRECIOS INMOBILIARIOS DE CIUDADES DEL MUNDO (M2) 

 

 

에콰도르 7 개 주에 특구 산업 시설을 둔다 

구역                   참여 회사                      생산 품목     투입금액  비고 

VOSOJA    HEAVY INDUSTRIAL HYN DAI       VASLIA GRANDE   $20 BILLONES               

ORO    POSCO STEEL              STEEL                     $30 BILLONES 

MANABI HYNDAI AUTO            AUTO                     $20 BILLONES    INC, FABRICA DE A 

PINCHINCHA     SAMSUNG             IT.COMPUTER       $30 BILLONES       

ESMERALDA    SK    PRODUCTOS QUIMICOS PESADO  $30 BILLONES  3 FABRICAS DIFERE 

RIO                  LG  ELECTRO DOMESTICES  $20 BILLONES  TV.DIFE.LAVADORA 

AZUAI 30 (중소 기업) PEQUENAS EMPRESAS DE COREA MAQUINAS     $30 BILLONES    30 개 공장 

DIFELON FABRICA 

City RESIDENCIAL APARTAMENT COMERCIAL 

NSC $150-$250 $250-$500 $500-$2500 

GUAYAQUIL $300-$500 $500-$1.500 $3.000-$9.000 

NEW YORK $3.000-$6.000 $6.000-$30.000 $120.000-$600.000 

SEOUL $2.000-$4000 $2.000-$9.000 $90.000-$330.000 

HONG KONG         $3.600-$7.500 $9.000-$36.000 $150.000-$1.100.000 

PARIS $2.700-$5.500 $5.500-$30.000 $100.000-$600.000 

MONACO $4.500-$7.500 $9.000-$45.000 $150.000-$900.000 

LONDON $3.800-$7.200 $8.500-$42.000 $140.000-$850.000 

SINGAPORE $3.600-$7.200 $72.000-$36.000 $150.000-$720.000 

SHANGHAI $2.200-$4.400 $12.000-$25.000 $450.000-$550.000 

NSC (완공후가격) $15.000-$25.000 $25.000-$50.000 $800.000-$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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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 산업시설에 투자하는자금은 100 % 이슬라 프나 택지 판매 소득에서 E & K GROUP  70%각  

투자회사 30% 비율로 투자 하되 주식 배분은 E & K GROUP  51% 투자운영 회사 49% 로 배분 

한다. 

2. 이슬라 푸나 개발사업 1차 예상투자기업 삼성 현대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에콰도르 1개 기업, 

과야길 주 기업, 에콰도르 정부기업, A & K GROUP) 

3. 대한 민국 기업은 이슬라 프나 토지 판매 소득으로 2년 이내로 최저 200억불에서 400 억불 까지 

배당 받을수 있으므로 소득의 일부를 특구에 투자 하면 된다. 

4. 특구 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북미와 유럽에 수출 한다. 

16-2. 부동산 택지 판매 방법  

(NSC COIN 으로판매할시) 

아래 6개 단위 가상화폐를 발행 하여  유통 시킨면 1년 택지를 판매하여 최저 $500,000,000,000 (5,000 

억불)을 확보 할 수 있다. (예상 금액) 

 

코인 단가    코인 발행 숫자    발행금액     발행 용도     해당 면적    토지필지수      총면적      

 

1. $ 90,000x100,000 개 =$9,000,000,000(45 억)       

(단독주택용지)300sqmx100,000 세대  30,000,000 sqm) 

 

2. $7,500,000x1,500 코인=$11,250,000,000  (112.5 억)    

(연립주택 100세대용지 15,000sqmx1,500 필 22,500,000 sqm) 

 

3. $100,000,000x500 코인= $50,000,000,000(500 억)  

(저층 아파트용지 100,000sqmx500 필지 50,000,000sm  

 

4. $300,000,000x250coin=$75,000,000,000(750 억)   

(고층 아파트 용지) 200,000smx250 필지 50,000,000sm 

 

5. $80,000,000x1,250coin=$100,000,000,000(1,000 억)  

(5층 이하 상업용지 40,000smx1,250 필지 50,000,000sm) 

 

6. $280,000,000x1,250coin=$350,000,000,000(3.500 만불  

(50층 이상상업및 사무실 건물용지 40,000sqmx1,250 필지 50,000,000sm) 

 

 코인 총 발행 숫자 ; 104,750 개 

 

 총발행 금액     $ 595,250,000,000 ~$1,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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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판매면적      252,250,000  sqm 

 

가상화폐를발행, 유통시켜 자금을 확보한다 

 

NSC코인 (인터넷 가상화폐) 을 공사비 결재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SC코인을 담보로 

회사 채권을 발행 할 수도 있고, 코인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손쉽게 교환이 가능하여 자금을 활용 할 수 있다.우리가 발행할 NSC코인이 더욱 신뢰 

감이 있기 때문이다. 

 

16-3. 중남미 18 개국가경제와 정치를이슬라 푸나 NSC 프로젝트에 결집 하게 하는 방법 

 

1. 이슬라푸나에서 얻어지는 소득 10 %( 약 1,000 억불 이상) 을 중남미국가 인프라 은행에 

적립하여  중남미 국가가함께 사용 한다. 

2. 이슬라 푸나에 중남미 18 개 연합 국가 정치 경제 문화를 컨트롤 하는 특정지역을  제공 한다  

(건물과 운영 비용을 이슬라 푸나 개발 에서 얻어 지는소득으로제공하고 인공 섬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 한다) 

3. 대한 민국 기업과 대한 민국정부가 함께 참여 하는 중남미 국가 인프라 공동 기구를 설립하여 

이슬라푸나에 둔다. 

4. 중남미 국가  화폐(가상 화페)사용과 경제를 단일화 하는 연구소를 이슬라 푸나에 둔다. 

5. 세계 민간경제 협력 기구를 만들어 본부를 이슬라푸나에 둔다. 

 

16-4. MANABI 주에 자유무역 특구를 설정하여 자동차 생산 공장을 둔다 

1. 이슬라푸나와 함께 동시에 개발한다. 

2. 마나비 특구 개발은 이슬라푸나에서 얻어지는 부동산 판매 소득중 300억불을 투자해 개발 한다. 

3. 마나비특구는 모든 행정과 법률을 이슬라푸나에 적용 한다. 

4. 지금현재 특구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시설물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이전 한다. 

5. 에콰도르 정부는 E & K GROUP 에서 제공 하는 20 억 불로 주민 이주와 부동산을 매입을 해결 

하여야 한다. 

6. 마나비 특구와 대한 민국 기업이 투자하는 모든 특구는 E & K GROUP 에서 관리한다. 

7. 마나비 특구에는 10 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개발 하고 공업단지 면적은 1만정보로 확보한다 . 

8. 특구 위성 도시 에 30만명이 거주하는 일반 주거 상업 도시로 개발 한다. (마나비 주 에서 

관리한다) 

9. 특구 생산 시설에 E & K GROUP 이 70% 를 투자하고 대한 민국 기업이 30%를 투자 하되 주식 

배분은 51% 대 49%로 정한다. 

10. 마나비 특구 개발 시작은 이슬라 푸나 프로젝트 시작 1년 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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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에과도르 대통령 실에서 발행 한 공문서 

 

 
 

 

A&K GROUP DEVELOPMENT, INC. 

 akcon.inc@gmail.com/https://www.youtube.com/watch?v=mFyMGufQy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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