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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시작된 3카드 포커의 아시아 버전 Teen Patti
를 소개합니다.
Evolution의 Teen Patti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아시아 스타일의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되는 월드 
클래스 포커 게임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Teen Patti는 1:1에서 5:1까지의 배당금으로 간단하고 
재미있는 메인 게임을 통해 포커 베팅의 모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최대 1,000:1의 배당금을 제공하는 두 가지 
흥미진진한 사이드 베팅은 딜러의 패와 관계없이  
더 큰 재미를 보장합니다!

인기 있는 아시아 테마의 3카드 포커 버전

메인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명수 제한 없이 3장의 
카드 패를 플레이하며 하우스와 경쟁하게 됩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퀸 하이'가 필요한 딜러와 함께 
모두가 승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3장의 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플레이어는 페어 
플러스 베팅으로 최대 100:1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카드 보너스 베팅으로 
플레이어의 카드 세 장과 딜러의 카드 세 장을 결합하여 
최고의 5카드 포커 패를 구성하면 최대 1,000:1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반환율(최적)

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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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점
 A 인도의 전통 카드 게임
 A 사이드 베팅 배당금은 최대 1,000:1
 A 손쉬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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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 베팅 걸기
라운드에 참여하려는 플레이어는 첫 앤티 베팅을 
걸어야 합니다. Teen Patti의 주요 목표는 딜러의 카드 
세 장보다 더 좋은 세 장의 포커 패를 얻는 것입니다.  

사이드 베팅
또한 플레이어는 페어 플러스 베팅과 6카드 보너스 
베팅, 즉 하나의 사이드 베팅 또는 두 가지 모두에 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0:1의 더 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베팅은 게임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별도로 평가되며, 각 베팅은 메인 베팅과는 완전히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드 지급
플레이어에게 3장의 카드(앞면을 위로), 딜러에게  
3장의 카드(앞면을 아래로)가 지급됩니다.

플레이 베팅 걸기 또는 폴드
세 장의 카드를 검토한 후, 각 플레이어는 플레이 베팅 
(앤티 베팅과 동일) 또는 폴드(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앤티 베팅을 잃게 됨)를 해야 합니다.

메인 게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의 패가 이기고, 딜러는 
‘퀸 하이’ 이상이어야 플레이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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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결과(메인 게임)
• 딜러가 '퀸 하이’ 미만일 경우 플레이 베팅이 

푸시되고 앤티 베팅이 1:1로 지급됩니다. 
• 딜러가 플레이 자격을 갖추면 플레이어와 딜러의 

패를 비교하여 높은 순위의 포커 패가 승리합니다.
• 플레이어의 포커 패 순위가 높으면 앤티와 플레이 

베팅 모두 1:1로 지급합니다.
• 딜러의 포커 패 순위가 높으면 플레이어는 앤티와 

플레이 베팅을 모두 잃습니다. 
• 플레이어와 딜러가 동점이면(포커 패의 등급이 

같은 경우) 앤티와 플레이 베팅이 푸시됩니다. 
• 플레이어가 스트레이트 이상이면 딜러 패 가치와 

관계없이 플레이어가 앤티 보너스를 받습니다. 앤티 
보너스를 받으려면 플레이어가 플레이 베팅을 
걸어야 합니다.

사이드 베팅: 페어 플러스 베팅
플레이어가 지급받은 세 장의 카드로 하나 이상의 
페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드 베팅: 6카드 보너스 베팅
플레이어의 카드 세 장과 딜러의 카드 세 장으로 5카드 
포커 패를 만들어 승리해야 합니다. 이 베팅은 6카드 
보너스 베팅 배당금 표에 있는 것처럼 ‘같은 종류 세 
장’ 혹은 그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사이드 베팅은 메인 게임의 앤티 및 플레이 베팅과는 
별도로, 오직 플레이어 패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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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플레이/폴드 결정
'플레이'를 눌러 플레이를 계속하거나 '폴드'를 
눌러 카드를 포기합니다.
'1x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플레이어의 앤티 
베팅과 동일한 값의 플레이 베팅을 겁니다.

표시되는 조합
세 장의 카드 패와 해당 가치가 표시됩니다.
딜러가 '퀸 하이'에 실패해 자격을 얻지 못하면  
'자격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6카드 보너스 베팅 
플레이어의 카드 세 장과 딜러의 카드 세 장으로 5
카드 포커 패를 만들어 승리하면 지급되는 보너스 
베팅 옵션입니다.

플레이 베팅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플레이 베팅을 겁니다. 항상 
앤티 베팅의 두 배인 '플레이' 베팅 값을 
표시합니다.

페어 플러스 사이드 베팅 
플레이어가 지급받은 세 장의 카드로 하나 이상의 
페어를 만들 경우 지급되는 사이드 베팅 
옵션입니다.

앤티 베팅 
게임에 참여하려면 앤티 베팅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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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치에서 모든 게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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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배당금

앤티 1:1

플레이* 1:1

앤티 보너스

스트레이트 플러시 5:1 

스리 카드 4:1

스트레이트 1:1

페어 플러스 

미니 로열 100:1 

스트레이트 플러시 40:1 

스리 카드 30:1 

스트레이트 5:1 

플러시 4:1 

페어 1:1 

*딜러의 카드가 퀸 하이보다 낮은 경우 푸시.

베팅 배당금

6카드 보너스

로열 플러시 1,000:1 

스트레이트 플러시 200:1 

같은 종류 네 장 100:1

풀 하우스 20:1 

플러시 15:1

스트레이트 10:1

스리 카드 7:1 

배당금

이론적인 배당 비율
앤티 베팅: 96.63%(초기 베팅 기준) 
페어 플러스 베팅: 95.51% 
6카드 보너스 베팅: 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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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n Patti의 모든 이미지와 게임 자산은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clientarea.evolution.com/

배당금

마케팅 자산

게임 개요

장치

플레이 방법

https://clientarea.evolu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