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ROULETTE™

게임 유형:

테이블 게임

플레이어 수익: 97,30%
NetEnt™은 Roulette 시리즈 중에서 몰입도 높은 테이블 게임 European Roulette을 선보입니다.
European Roulette™은 파트너들에게 인기있는 온라인 룰렛 게임과 함께 경쟁력을 선사합니다. 매력적인 테이
블과 인터랙티브 디자인은 플레이어들에게 세계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며 게임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합니다.

게임 시트 버전: 0.0
날짜: 2021-05-25

European Roulette™ 게임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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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UROPEAN ROULETTE
일반 정보
게임 유형

테이블 게임

칩 가치(€)

기본 가치: 0.1, 0.5, 1, 2, 5, 10, 25, 50, 100, 500, 1 000

최소/최대 베팅(€)

기본값: 0.1 / 5 000

게임 특징
특수 베팅 패널
핫 넘버 및 콜드 넘버
다이나믹 빌보드
레이스트랙
즐겨하는 베팅
자동 플레이
지급금
플레이어 수익

97,30%

최대 당첨(€)

기본값: 4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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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팅 레벨
G4 모드

기술 정보
게임 ID

europeanroulette3_not_mobile (기본 월렛)
europeanroulette3_not_mobile_sw (심리스 월렛)

디스플레이 해상도

1280 x 720

화면비

16:9

기술

HTML5

배포

CasinoModule 게임 실행에 대한 정보는 CasinoModule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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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디자인
게임 테마 및 그래픽
European Roulette™은 다른 인기있는 NetEnt 게임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브랜딩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게임은 표준 룰렛 인사이드 및 아웃사이드 베팅을 제공합니다. 콜 베팅,
특수 베팅, 즐겨하는 베팅 유형도 제공합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룰렛 레이스트랙, 통계 빌보드와
같은 첨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테이블

베팅 하이라이트, 마우스 오버와 같은 게임 기능은 플레이어가 테이블에 베팅을 놓는 과정을 도
와줍니다. 이러한 기능은 플레이어에게 얼만큼의 베팅이 걸렸는지, 걸 수 있는 최대 및 최소 베팅
이 얼마인지, 베팅이 테이블 한도를 초과하는 때가 언제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베팅 걸기
플레이어는 인사이드 베팅, 아웃사이드 베팅, 레이스트랙 베팅 중에서 선택하거나 3가지 조합을
걸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및 아웃사이드 베팅은 룰렛 테이블에 직접 칩을 놓는 식으로 이루어집
니다.
플레이어가 베팅 영역에 칩을 놓으면 베팅에 포함된 숫자가 강조 표시되고, 작은 정보 창에 최소
및 최대 베팅 제한이 표시됩니다. 베팅이 걸리면 창의 내용이 바뀌면서 현재 베팅에 걸린 칩 값과
당첨 시 지급금을 보여줍니다.
베팅 걸기

레이스트랙
European Roulette™에서 플레이어가 키패드 영역의 레이스트랙 버튼을 클릭하면 룰렛 휠의
왼쪽에 레이스트랙이 표시됩니다. 레이스트랙의 번호는 룰렛 휠의 번호 순서를 나타냅니다. 플레
이어는 레이스트랙을 사용하여 Straight 베팅, Neighbor 베팅, 콜 또는 TIERS,
ORPHELINS, VOISINS, ZERO와 같은 특수 베팅을 걸 수 있습니다.
레이스트랙에서 특정 번호 또는 특수 베팅 패턴을 클릭하면 레이스트랙 베팅이 되고, 선택한 베
팅과 관련된 번호가 테이블에 강조 표시됩니다.
레이스트랙

빌보드
또한 European Roulette™은 통계 빌보드를 제공하며, 플레이어가 키패드 영역의 통계 버튼
을 클릭할 때 표시됩니다. 빌보드에는 게임 라운드 결과, 휠 통계, 핫 넘버 및 콜드 넘버, 막대 차
트가 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핫 넘버와 콜드 넘버, Red/Black, Even/Odd 번호 및 통계 휠에
Straight 베팅을 걸거나 빌보드의 여러 섹션에 직접 칩을 놓아 아웃사이드 베팅을 걸 수 있습니
다.
휠 통계: 이 패널 섹션에는 마지막 500회 라운드의 당첨 번호 분포가 표시됩니다.
빌보드

핫 넘버 및 콜드 넘버: 이 섹션에는 마지막 500회 스핀에서 가장 많이 뽑은 4개 번호와 가장 적
게 뽑은 4개 번호가 표시됩니다. 두 번째 행에는 마지막 500회 스핀에서 핫 넘버를 뽑은 횟수가
표시됩니다.
막대 차트: 이 패널 섹션에는 Red/Black 및 Even/Odd 베팅이 나열되고, 0을 포함하여 어떤
결과로든 종료된 게임 라운드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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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베팅 및 즐겨하는 베팅
특수 베팅 및 즐겨하는 베팅 패널은 룰렛 '어나운스' 또는 '콜' 베팅을 걸 때 사용합니다. 이 패널
은 플레이어가 키패드 영역에서 즐겨하는 베팅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이 패널이 열리면
사용 가능한 모든 특수 베팅이 특수 베팅 패널에 나열됩니다. 플레이어는 패널 하단에 있는 화살
표를 사용하여 특수 베팅 목록 페이지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특수 베팅 위에 마우
스를 놓으면 테이블에서 베팅 번호가 강조 표시됩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원하는 구성의 베팅을 저장하고 자동으로 베팅을 걸 수 있는 즐겨하는 베
팅 패널도 제공합니다. 즐겨하는 베팅을 걸려면 플레이어가 즐겨하는 베팅 패널을 열고 저장된
목록에서 베팅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팅을 선택하면 모든 칩이 테이블에 자동으로 걸립니다.
특수 베팅 및 즐겨하는 베팅 패널

고급 자동 플레이 설정
고급 자동 플레이 모드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게임 스핀 횟수와 자동 플레이를 중지해야 하는
특정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다음의 고급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당첨 시: 플레이어가 라운드에서 승리한 경우 자동 플레이를 중지합니다.
싱글 당첨이 다음을 초과할 경우: 플레이어 당첨 금액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같을 때 자
동 플레이를 중지합니다.
다음까지 현금이 증가한 경우: 현금이 플레이어가 지정한 금액까지 증가한 경우 자동 플레이를
중지합니다.
다음까지 현금이 감소한 경우: 현금이 플레이어가 지정한 금액까지 감소한 경우 자동 플레이를
중지합니다.

고급 자동 플레이 설정

자동 베팅 조정
이 기능은 베팅이 베팅 한도 또는 테이블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베팅을 최고 금액으로 자동으로 조
정합니다. 베팅이 여러 개의 베팅 포지션으로 구성된 경우, 포함된 베팅 포지션에서 비례해서 축
소됩니다. 축소된 베팅이 원하는 모든 베팅 포지션을 수용하기에 작을 경우, 가능한 한 많은 포지
션 위에 칩이 배치됩니다.
원하는 모든 베팅 포지션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랜덤으로 칩이 놓일 포지션이 선택됩니다. 자동
베팅 조정은 게임 설정 메뉴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 2021 NetEnt Product Services Ltd. 본 문서 및 콘텐츠는 국제 저작권법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발행, 복사, 임대 또는 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9

European Roulette™ 게임 시트
버전 0.0, 2021-05-25

지급금
지급금 요약
플레이어의 게임 수익(RTP)
97,30%
최대 당첨(€)
Default: 46200.0

페이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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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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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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발행, 복사, 임대 또는 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6/9

European Roulette™ 게임 시트
버전 0.0,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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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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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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