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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DONOCLE 

  Total Supply 600,000,000

  Coin Accepted BTC, ETH, EOS

Soft Cap 2,000 BTC

Hard Cap 5,000 BTC

DONOCLE은 50종이상의 코인 및 토큰을 재화로 활용한 
글로벌 복권(LOTTO)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공정한 추첨 
방식과 상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성을 극대화한 
프로젝트입니다. 

비즈니스 매출                               거래량               
알트코인의 유통 기여                  글로벌 규칙

Focus

ICO의 성공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완료 즉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수익이 지속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때 안정적인 거래량과 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도너클 복권은 코인의 유통 및 순환에 초점을 맞춘 복권 특성에 맞춰 
시중에 유통중인 코인 중 상위 50종류의 코인과 토큰으로 복권을 
구매하며 구매된 총액 기준으로 분배를 진행합니다.
도너클에서 사용 가능한 시중 코인 50여종을 재화로써 다루며 그것이 도너클에서 사용 가능한 시중 코인 50여종을 재화로써 다루며 그것이 
향후 현금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일체 관여하는 바 없이 진행됩니다.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대량으로 현금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당첨자로 인한 가상화폐 유통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하였으며, 도너클 POS(Proof-of-stake) 시스템을 통해 
수익금의 일부를 지분 증명 방식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MIBDONOCLE
POS(Proof of stake) Protocol

DONOCLE

AIR DROP 10%

Total sales volume per session

OVERVIEW

추첨 시간을 기준으로 BTC(Bitcoin)의 블록 Nonce 값을 
활용하여 추첨 번호를 확인합니다. 

A.복권의 추첨 방법
- 시중에 유통중인 50종의 코인 및 토큰을 활용 복권 티켓을 구매 

- BTC블록 넌스 값 중 6자리를 추첨 번호로 활용

- 복권 구매에 지급된 전체 코인을 당첨 비율 별로 지급

B.복권티켓 가격

가상화폐 거래소의 BTC마켓 가격 결정 과정과 동일합니다.

1 Ticket 은 0.0001BTC 로 고정되어 있고 대응하는 알트코인들은 

신뢰도 높은 거래소의 기준가로 설정이 되며 평균가에서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거래소 가격은 제외시킵니다.

DONOCLE Lottery Service

도너클은 독특한 수익 분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너클이 추구하는 서비스의 핵심이며 코인의 유통과 

활용이라는 순기능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며 이용자들에게는 참여와 

동시에 즐기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POS(Poof-of-stake)는 DONOCLE 과 MIB COI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다음 AIRDROP에 자동으로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다음 AIRDROP에 자동으로 

참여됩니다.

DONOCLE은 token 이지만 POS 방식의 지분증명을 통해 AIRDROP

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DONOCLE POS System

GOALS & HIGHLIGHTS

Jaden Park,  Co-CEO, Co-Founder

Infograms의 Worms world party,operation flash point 
battle net 개발과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포트리스를 개발한 CCR에 
근무했다. Online FPS 게임인 Dispath of Army로 아시아에서 
1000만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일본 Excite포털 모바일 게임 
컨설턴트로 활동 했으며 20년간 PC온라인/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규모 네트웍 서비스 분야에 전문가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COINZBY 거래소의 개발 총괄이며 
MIB Coin의 CEO 이다.MIB Coin의 CEO 이다. 

Jake Jin, Co-Founder Chief Strategy Officer

• MetalGene Limited. ( CEO )
• PlayPort Inc. ( Vice President & COO )
• Pacific One Inc. (CSO )
• M Dream co.,Ltd. ( CSO )
• Haofriend Limited ( CEO )
• Soribada Co., Ltd. (CSO )
• DIGiCube Co.,Ltd. ( CEO )• DIGiCube Co.,Ltd. ( CEO )
• BA University of Queensland / Australia

Seunggoo Cho,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고, 넷마블에서 서버 개발자로 
근무하였다. 다수의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서버 개발자로 데이터 베이스 
설계, 튜닝, 통신모듈, 대규모 트래픽 처리 등 다양한 네트워크 서버 
개발을 경험하였다. 현재는 블록체인 팀의 책임자로 핵심모듈 설계 및 
구현을 이끌어가고 있다.

David Han,  Co-Founder

Chief Executive of the Leadnext
Chief Executive of the META CNS : 스포츠 토토, 로또 개발 회사
BND 대표이사 (KOSDAQ)
Chief Executive of the INFINITUS(KR.VN)
EBSI 대표이사 (KOSDAQ)
BET 마케팅 이사 (KOSDAQ)
- Brazil LOTTO, VLT Tiger Pools- Brazil LOTTO, VLT Tiger Pools
- 스포츠토토 한국 런칭
Economics Bachelor̀s, ISU

CORE TEAM

Donocle 백서 개발
도너클 프로젝트 구상 및 기술적 측면 
연구
MIB 블록체인 플랫폼 연동 연구 (SBP : 
SmartX Blockchain Platform)

2018 Q1

2018 Q2
Donacle PTE.LTD 싱가포르 도너클 
설립
DGBLS™ (Donocle Global Block-
chain Lottery System)
도너클 Official website
DGBLS™ 설계

도너클 프로젝트 고도화
사전판매 진행
IDCM Listing 계약

2018 Q3

홍콩 지사 설립(Donocle 인터내셔날)
도너클 프로젝트 Demo
복권 라이선스 확보(해외 2개 지역)

2018 Q4

거래소 거래 개시(홍콩, 한국)
글로벌 마케팅
3월 글로벌 유저 타켓 시범 서비스
3월 POS 시스템 테스트 
4월 정식 서비스 시작

2019 Q1

도너클 비즈니스 확장
도너클 기부 재단 설립 추진

2019 Q2

MILESTONES

SCREEN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