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IT SHOP™ MEGAWAYS™ TOUCH

게임 유형:

터치 게임

플레이어 수익: 91.01%, 93.01%, 95.06%, 96.06%, 96.06%
NetEnt™ 제공: Fruit Shop™ Megaways™ Touch는 와일드 대체 Touch는, 증가 증수를 포함한 게임내 프
리스핀으로 구성된 6개 릴의 Megaways™ 비디오 슬롯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이 클래식한 후르츠 슬롯의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디자인과 함께 과일 심볼에서 당첨금을 획득했을
때 나타나는 게임내 프리스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리스핀 중 추가 프리스핀을 획득할 수 있고 프로그레시브 승
수가 최대 10배까지 프리스핀 당첨금을 증가시킵니다.
Megaways™ 지급 방식은 게임 경험에서 신선한 묘미를 선사합니다. 릴의 심볼의 수가 각 스핀마다 랜덤으로 선
택되어 최대 117649 Megaways™까지 다양한 개수의 Megaways™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임 시트 버전: 0.0
날짜: 2021-05-11

Fruit Shop™ Megaways™ Touch 게임 시트
버전 0.0, 2021-05-11

정보 FRUIT SHOP™ MEGAWAYS™ TOUCH
일반 정보
게임 유형

터치 게임

릴 유형

회전하는 릴

릴, 라인

6 릴, 7 행, 64 - 117649 Megaways™

기본 베팅 레벨

1 - 10

기본 코인 가치(€)

0.01, 0.02, 0.05, 0.1, 0.2, 0.5

기본 최소/최대 베팅(€)

0.2 / 100

최소 프리 라운드 값(현재 프리 라운드 값을 선택하십시
베팅 레벨 1, €0.01 코인 가치 (비용 €0.2)
오)
게임 특징
와일드 대체
증가 승수를 포함한 프리스핀
지급금
아래 RTP 버전의 가용성은 사법관할 또는 독점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ID

플레이어 수익

히트 빈도

fruitshopmegaways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96.06%

17.31%

fruitshopmegaways_r0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0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91.01%

17.34%

fruitshopmegaways_r1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1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96.06%

17.31%

fruitshopmegaways_r2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2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93.01%

17.29%

fruitshopmegaways_r3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3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95.06%

17.33%

건전 게임 문화

플레이어 한도

기타

플레이어 및 카지노 오퍼레이터가 다음 플레이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션, 일, 주 또는 월별 베팅
및 손실 지정된 기간 동안 모든 플레이를 차단합니다. 세션 플레이 길이를 분 단위로 제한합니다.
실제 플레이는 플레이어 계정의 자금에 따라 제한됩니다(즉, 크레딧으로 플레이할 수 없음).
(이탈리아 사법관할만 해당) 플레이어는 처음에 월렛에 최대 1.000 €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각 게임은
사용자 세션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월렛이 플레이 중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 플레이
가변 코인 가치
가변 베팅 레벨
G4 모드

기술 정보
호환되는 운영 체제

iOS
Android

디스플레이 해상도

960 x 600

화면비

16:10

기술

HTML5

배포

CasinoModule 게임 실행에 대한 정보는 CasinoModule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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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디자인
Megaways™
각 스핀에서 2 ~ 7개 심볼이 각 릴에 안착합니다. 스핀의 Megaways™ 수는 각 릴에 안착하는
심볼 수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최대 Megaways™ 수는 117649입니다.
맨 왼쪽 릴에서부터 최소한 3개의 인접한 릴의 어느 위치에서든 매칭 심볼이 나타나면
Megaways™ 당첨을 형성합니다. 가장 긴 Megaways™ 당첨을 형성하는 릴에서 추가로 매
칭 심볼이 나타나면 더 큰 당첨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Megaways™ 당첨

와일드 심볼
이 게임은 와일드 대체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일드 심볼은 메인 게임과 프리스핀에서 릴
2, 3, 4, 5에 나타날 수 있고, 모든 심볼을 대체합니다.

와일드 심볼

프리스핀
과일 심볼 중 Megaways™ 당첨이 발생하면 1 ~ 5회의 프리스핀이 지급됩니다. 프리스핀 중
심볼에 Megaways™ 당첨이 발생하면 추가 프리스핀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프리스핀의 수는 심볼 유형과 당첨 조합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둘 이상의 심볼에서 동시 당첨
이 발생하면 심볼당 획득한 프리스핀이 함께 추가됩니다.

프리스핀 활성화

프리스핀

승수 증가
승수 값

프리스핀 중 당첨금에 승수 증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승수 값은 x1이고 당첨 스핀 후에 1씩 증가
합니다. 최대 승수 값은 x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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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 상세 내역
게임 ID
fruitshopmegaways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플레이어의 게임 수익(RTP)
총합: 96.06%
메인 게임: 70.95%
프리스핀: 25.11%
히트 빈도
총합: 17.31%
프리스핀으로: 6.43%
당첨 정보
당첨 금액

발생

1 밀리언 게임 라운드에서 대략 기본 최대 베팅 크기에서 해당하는 현금 가치(€
적으로 발생
100)

1,000 배 이상 베팅

228,639회 스핀마다

4.374 배

€ 100,000

2,500 배 이상 베팅

3,471,862회 스핀마다

0.288 배

€ 250,000

5,000 배 이상 베팅

44,048,778회 스핀마다

0.023 배

€ 500,000

10,000 배 이상 베팅

1,379,863,508회 스핀마다

0.001 배

€ 1,000,000

20,000 배 이상 베팅

427,757,687,535회 스핀마다 0 배

€ 2,000,000

50,000 배 이상 베팅

0회 스핀마다

€ 5,000,000

0배

참고: 427 빌리언 게임 라운드의 시뮬레이션 동안 획득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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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ID
fruitshopmegaways_r0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0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플레이어의 게임 수익(RTP)
총합: 96.06%
메인 게임: 70.95%
프리스핀: 25.11%
히트 빈도
총합: 17.31%
프리스핀으로: 6.43%
당첨 정보
당첨 금액

발생

1 밀리언 게임 라운드에서 대략 기본 최대 베팅 크기에서 해당하는 현금 가치(€
적으로 발생
100)

1,000 배 이상 베팅

219,964회 스핀마다

4.546 배

€ 100,000

2,500 배 이상 베팅

3,356,461회 스핀마다

0.298 배

€ 250,000

5,000 배 이상 베팅

34,466,342회 스핀마다

0.029 배

€ 500,000

10,000 배 이상 베팅

744,096,982회 스핀마다

0.001 배

€ 1,000,000

20,000 배 이상 베팅

409,253,340,017회 스핀마다 0 배

€ 2,000,000

50,000 배 이상 베팅

0회 스핀마다

€ 5,000,000

0배

참고: 409 빌리언 게임 라운드의 시뮬레이션 동안 획득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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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ID
fruitshopmegaways_r1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1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플레이어의 게임 수익(RTP)
총합: 96.06%
메인 게임: 70.95%
프리스핀: 25.11%
히트 빈도
총합: 17.31%
프리스핀으로: 6.43%
당첨 정보
당첨 금액

발생

1 밀리언 게임 라운드에서 대략 기본 최대 베팅 크기에서 해당하는 현금 가치(€
적으로 발생
100)

1,000 배 이상 베팅

228,639회 스핀마다

4.374 배

€ 100,000

2,500 배 이상 베팅

3,471,862회 스핀마다

0.288 배

€ 250,000

5,000 배 이상 베팅

44,048,778회 스핀마다

0.023 배

€ 500,000

10,000 배 이상 베팅

1,379,863,508회 스핀마다

0.001 배

€ 1,000,000

20,000 배 이상 베팅

427,757,687,535회 스핀마다 0 배

€ 2,000,000

50,000 배 이상 베팅

0회 스핀마다

€ 5,000,000

0배

참고: 427 빌리언 게임 라운드의 시뮬레이션 동안 획득한 가치.

저작권 © 2021 NetEnt Product Services Ltd. 본 문서 및 콘텐츠는 국제 저작권법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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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ID
fruitshopmegaways_r2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2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플레이어의 게임 수익(RTP)
총합: 96.06%
메인 게임: 70.95%
프리스핀: 25.11%
히트 빈도
총합: 17.31%
프리스핀으로: 6.43%
당첨 정보
당첨 금액

발생

1 밀리언 게임 라운드에서 대략 기본 최대 베팅 크기에서 해당하는 현금 가치(€
적으로 발생
100)

1,000 배 이상 베팅

226,206회 스핀마다

4.421 배

€ 100,000

25,000 배 이상 베팅

3,440,899회 스핀마다

0.291 배

€ 250,000

5,000 배 이상 베팅

37,615,428회 스핀마다

0.027 배

€ 500,000

10,000 배 이상 베팅

1,032,971,307회 스핀마다

0.001 배

€ 1,000,000

20,000 배 이상 베팅

0회 스핀마다

0배

€ 2,000,000

50,000 배 이상 베팅

0회 스핀마다

0배

€ 5,000,000

참고: 481 빌리언 게임 라운드의 시뮬레이션 동안 획득한 가치.

저작권 © 2021 NetEnt Product Services Ltd. 본 문서 및 콘텐츠는 국제 저작권법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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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ID
fruitshopmegaways_r3_mobile_html (기본 월렛)
fruitshopmegaways_r3_mobile_html_sw (심리스 월렛)
플레이어의 게임 수익(RTP)
총합: 96.06%
메인 게임: 70.95%
프리스핀: 25.11%
히트 빈도
총합: 17.31%
프리스핀으로: 6.43%
당첨 정보
당첨 금액

발생

1 밀리언 게임 라운드에서 대략 기본 최대 베팅 크기에서 해당하는 현금 가치(€
적으로 발생
100)

1,000 배 이상 베팅

226,511회 스핀마다

4.415 배

€ 100,000

2,500 배 이상 베팅

3,429,734회 스핀마다

0.292 배

€ 250,000

5,000 배 이상 베팅

41,032,711회 스핀마다

0.024 배

€ 500,000

10,000 배 이상 베팅

1,263,041,881회 스핀마다

0.001 배

€ 1,000,000

20,000 배 이상 베팅

0회 스핀마다

0배

€ 2,000,000

50,000 배 이상 베팅

0회 스핀마다

0배

€ 5,000,000

참고: 433 빌리언 게임 라운드의 시뮬레이션 동안 획득한 가치.

저작권 © 2021 NetEnt Product Services Ltd. 본 문서 및 콘텐츠는 국제 저작권법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발행, 복사, 임대 또는 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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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랜덤 실행
난수 생성기(RNG)
난수 생성(RNG)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Bruce Schneier와 Niels Ferguson이 고안한 암호로 보호되는 안전한 의사난수발생기(PRNG)인 Fortuna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난수 생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난수 생성기 및 해당 구현은 승인된 독립적인 제3의 테스트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업계 표준에 따라 난수성이 텍스트 및 승인/인가되었습니다.

오작동 관리
플레이어가 검증되지 않은 세션을 사용해 게임에 액세스를 시도하면(예를 들어, 비활성 또는 시스템 재시작으로 인해) 게임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플
레이어가 다시 로그온해서 게임 플레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중단한 지점에서부터 게임 플레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게임 상태가 항상 저장됩니다.
HTTP 오류, 네트워크 시간 초과 또는 서버 오류의 경우, 플레이어에게 “기술적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을 때 플레이어가 게임을 다시 로드
하기 전까지 게임이 “사용 불가” 상태로 유지됩니다.

세션 시간이 초과되면 “세션 시간 초과” 메시지가 플레이어에게 표시되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다시 로드하기 전까지 게임이 “사용 불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저작권 © 2021 NetEnt Product Services Ltd. 본 문서 및 콘텐츠는 국제 저작권법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발행, 복사, 임대 또는 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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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족”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자금 부족” 메시지가 플레이어에게 표시되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다시 로드하기 전까지 게임이 “사용 불가” 상태로 유지됩니
다.

(이탈리아 사법관할만 해당) 오작동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임 플랫폼(Progetto Della Piattaforma Di Gioco) 문서의 섹션 3.2.1에도 설명되어 있습니
다. 이 문서는 플레이어에게 잔고 반환 지불 및 기술적 프로세스를 알리는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션 시간 초과 및 오작동 관련 정보는 게임 규칙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플레이어에게 “게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오작동 시, 영향을 받는 모든 게
임 베팅과 지급금이 무효가 되며 해당하는 모든 베팅이 환불”된다는 점이 안내됩니다.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
저작권 © 2021 NetEnt Product Services Ltd. 본 문서 및 콘텐츠는 국제 저작권법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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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는 연속 플레이 시 매 시간마다 응답이 필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 동안 지금까지 베팅하고 획득한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
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언제든지 게임 내에서 게임 세션 내역과 게임 규칙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뮬레이션
이 게임의 데모 버전은 http://www.netent.com/games/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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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버전 내역
버전

언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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