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주요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림은 설명 용도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MONOPOLY 빅볼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빙고 스타일의 
게임 쇼입니다.
배당 기회를 대폭 늘려 게임 플레이가 더욱 흥미롭고 
짜릿해졌습니다.
MONOPOLY 게임의 재미를 모두 만끽하려면, 보너스 
게임에 참여해 가상 3D MONOPOLY 보드로 
이동하세요. 미스터 MONOPOLY가 보드 주위를 
돌아다니며 승수 상금을 모아줄 것입니다.

주요 이점
 A라이브 및 증강 현실
 A빙고 스타일의 게임 플레이
 A배당금을 높여주는 승수 찬스.

최신 MONOPOLY 라이브 게임 쇼로 돌풍을 일으켜보세요

MONOPOLY 빅볼러와 함께 시선을 사로잡는 공 추첨 
기계를 중심으로 리버보트 항해를 즐겨보세요. 번호가 
일치하고, 라인이 완성되면 미스터 MONOPOLY가 
여행을 함께합니다!

플레이어 반환율(최적)
96.10%

마케팅 자산

게임 개요

배당금

플레이 방법

장치

The MONOPOLY name and logo, the distinctive design of the game board, the four corner squares, the MR. MONOPOLY name and character as well as each of the distinctive elements of the board 
and playing pieces are trademarks of Hasbro for its property trading game and game equipment. ©1935, 2022 Hasbro,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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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하기
1~4개의 찬스/프리 스페이스 카드에 베팅합니다. 
베팅을 완료하면, 베팅한 5x5 셀 카드가 1에서 60 
사이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각 카드는 찬스 카드 또는 프리 스페이스 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리 스페이스/찬스 카드
•	 프리 스페이스 카드: 중심 셀은 추첨 번호의 역할을 

하는 '프리 스페이스'로, 라인을 만들 확률을 
높여줍니다.

•	 찬스 카드: 중앙 셀은 반드시 승수가 되지만, 
나중에 프리 스페이스가 카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메인 게임
베팅 시간이 끝나면, 미스터 MONOPOLY가 레버를 
당겨 플레이어의 카드에 랜덤 도브(프리 스페이스)와 
승수를 적용합니다. 도브는 추첨 번호의 역할을 합니다. 

찬스 승수 유형
카드의 승수와 일치하는 공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추첨되면 승수가 적용됩니다. 
찬스 승수에는 스탠다드(이 번호가 포함된 모든 라인의 
배당금에 적용), 라인(이 라인을 획득하면 지급), 글로벌
(이 카드의 모든 승리 라인에 승수가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되나, 라인에 승수가 포함될 필요는 없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승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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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된 공과 번호
프리 스페이스 또는 승수를 카드에 추가하면, 공 추첨 
기계에서 번호가 매겨진 60개의 공 중 20개가 추첨되는 
공 추첨이 시작됩니다. 
추첨된 공 수가 카드의 숫자와 일치하면, 해당 숫자 
위에 도브가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추첨된 공은 아직 추첨되지 않은 공 수와 함께 화면에 
표시됩니다. 
빨간색 공은 한 장 이상의 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색 공은 플레이어의 카드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공입니다.
카드에서 라인을 하나 이상 완료하면 해당 카드에 대한 
베팅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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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게임
보너스 게임에 참여하려면 '3롤' 또는 '5롤'에 
베팅하세요. 베팅 시간이 끝나면 프리 스페이스가 
랜덤으로 '3롤'과 '5롤' 번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베팅 지점의 모든 번호('3롤'은 3개의 고유 숫자, '5롤'
은 4개의 고유 숫자)가 추첨되면 20개의 번호가 모두 
추첨된 후 바로 보너스 게임이 시작됩니다.
보너스 게임은 두 개의 주사위로 진행됩니다. '3롤' 
카드의 번호가 모두 추첨되면 주사위를 3회 굴립니다. 
'5롤' 카드의 번호가 모두 추첨되면 주사위를 5회 
굴립니다.  
두 보너스 게임 카드의 모든 번호가 추첨되면 2회의 
별도 보너스 게임이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MONOPOLY 보드
MONOPOLY 보드의 구조는 일반 MONOPOLY 보드와 
동일하나, 각 자산에 승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너스 게임이 시작되면 일부 자산에 주택과 호텔이 
임의로 지어지고, 이에 따라 승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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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의 공간
주사위를 굴리면, 미스터 MONOPOLY가 보드에 있는 
해당 번호의 공간을 걸어갑니다. 보너스 게임의 총 
상금이 표시되고 보너스 상금에 추가됩니다.
만약 미스터 MONOPOLY가 찬스 또는 커뮤니티 
상자에 멈추면, 랜덤으로 현금 상품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스터 MONOPOLY가 '감옥으로 이동' 공간에 
멈추면, 감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려면 
더블을 굴려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보너스 게임을 
완료해도 이전의 보너스 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보너스 게임을 하는 동안 더블 주사위를 굴릴 
경우, 추가로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보너스 상금을 10% 줄이고, 부가세는 보너스 
상금이 허용하는 경우 상금을 20% 줄입니다.

상금
미스터 MONOPOLY가 'GO'를 통과하면, 보드의 모든 
상금이 두 배가 됩니다.
주사위를 더 이상 굴릴 수 없으면 보너스 게임이 
끝나고, 모든 보너스 상금은 빙고 게임으로 얻은 상금 
(있는 경우)과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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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모든 카드에 베팅
프리 스페이스 또는 찬스 카드 4개에 동시에 모두 
베팅합니다. 

카드 전환
클릭하면 프리 스페이스와 찬스 카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플레이
베팅을 배치한 후 자동 플레이를 사용하면 선택한 
게임 라운드 수만큼 동일한 베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이전에 구매한 모든 프리 스페이스 또는 찬스 
카드에 마지막 베팅을 반복합니다.

찬스 카드
중앙 셀은 반드시 승수가 되지만, 나중에 프리 
스페이스가 카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 게임 카드	
보너스 게임에 베팅하면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 스페이스 카드
중심은 추첨 번호의 역할을 하는 '프리 스페이스'로, 
라인을 만들 확률을 높여줍니다. 나중에 프리 
스페이스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승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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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스탠다드 승수
스탠다드 승수에는 10x 또는 20x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승수가 있는 번호가 추첨되어 해당 
번호가 승리 라인의 일부가 되면, 해당 카드에 대한 
상금이 승수만큼 곱해집니다. 

추첨된 공
추첨된 공과 번호를 표시하고 
아직 추첨되지 않은 공 수를 표시합니다.
빨간색 공은 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색 공은 플레이어의 카드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공입니다.

라인 승수
라인 승수에는 20x 또는 50x가 있습니다.
지정된 번호로 라인을 만들 경우 라인 승수가 
지급됩니다. 카드 상금에 이 승수가 곱해집니다.

글로벌 승수
글로벌 승수에는 x2 또는 x3이 있습니다.
글로벌 승수를 적용해 번호를 추첨한 후 하나 
이상의 라인으로 승리하면, 이 카드에 대한 
지급액에 승수가 곱해집니다.
글로벌 승수는 다른 모든 승수(라인 및 스탠다드 
승수 포함)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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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배당금
프리 스페이스 카드 라인당 2~39:1

찬스 카드 라인당 2~199:1

3롤 보너스 게임

5롤 보너스 게임

배당금

이론적인 배당 비율
최적: 96.10%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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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POLY 빅볼러의 모든 이미지와 게임 자산은 다음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clientarea.evol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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