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tro Anna 

게임 규칙 

 

 

 

 

 

 

 



 

 

Astro Anna 도움말 

게임 설명 

일반 정보 

▪ Astro Anna는 5개 릴과 5개 행이 있는 비디오 슬롯입니다. 

▪ 이 게임은 총 베팅으로 플레이됩니다. 

▪ 이 게임의 이론적인 RTP는 94.1%입니다. 

심볼 및 파이프 연결 

▪ 게임에는 파이프의 섹션을 나타내는 심볼 11개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2, 3 또는 

4개의 사각형 사이드에 연결되는 경우 섹션이 주변 사각형의 파이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파이프가 빨간색 입구 파이프에서 플레이 영역 하단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까지 연결될 때 지급액이 있습니다. 

 

▪ 중앙 상단 행에는 항상 왼쪽, 오른쪽 및 아래에 연결되는 고정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이며, 모든 라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 파이프 단면에 파이프 멀티플라이어를 부착할 수 있으며, 파이프 멀티플라이어는 

입구에서 연결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어는 파이프가 상금에 연결될 

때도 수집됩니다. 



 

지급액 

▪ 슬롯의 상단에 위치한 베팅 1개가 있습니다. 

▪ 슬롯 주변에 15개의 상금이 있습니다. 최소 상금은 0.5 x 총 베팅이며 최대는 10 x 

총 베팅입니다. 

▪ 상금 조합은 베팅이 중단 없는 파이프 연결로 상금 중 하나에 연결될 때 

형성됩니다. 

▪ 베팅과 상금 사이의 파이프 연결은 베팅에서 시작하여 공통 연결 모서리가 있는 

인접한 심볼을 통해 상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존재합니다. 

▪ 아래 그림에서, 베팅과 상금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상금 조합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예시에서, 파이프는 어떤 상금에도 베팅을 연결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금은 총 베팅 금액으로 곱해집니다. 

▪ 여러 베팅에 대한 동시 승리는 합산됩니다. 

파이프 멀티플라이어 

▪ 각 파이프에는 멀티플라이어 배지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파이프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 상금과 연결되는 경우 멀티플라이어가 

수집됩니다. 

▪ 여러 개의 멀티플라이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함께 추가됩니다. 

▪ 최종 멀티플라이어는 스핀의 모든 상금을 곱합니다. 

▪ 멀티플라이어는 2 및 3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스핀에서 최대 세 개의 멀티플라이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스핀 

▪ 파이프가 최소 네 개의 상금과 연결될 때 무료 스핀 기능이 작동됩니다. 

▪ 무료 스핀 중에는 릴이 무료 스핀에서 획득한 스핀과 동일한 베팅으로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      무료 스핀은 10, 15 또는 20회의 스핀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추가 시작 

멀티플라이어는 2~20 범위입니다.      



 

▪ 상금 4개: 10회의 무료 스핀 

▪ 상금 5개: 15회의 무료 스핀 

▪ 상금 6개: 20회의 무료 스핀 

▪ 상금 7개: 20회의 무료 스핀 및 2X 멀티플라이어 

▪ 상금 8개: 20회의 무료 스핀 및 5X 멀티플라이어 

▪ 상금 9개: 20회의 무료 스핀 및 10X 멀티플라이어 

▪ 상금 10개: 20회의 무료 스핀 및 20X 멀티플라이어 

▪ 무료 스핀 중에 멀티플라이어는 스티키이며, 수집되는 스핀과 무료 스핀의 모든 

미래 스핀에서 상금에 추가됩니다. 

▪ 무료 스핀이 시작되면 시작 멀티플라이어는 스핀에 수집된 멀티플라이어이며, 7개 

이상의 상금에서 잠재적 추가 멀티플라이어와 함께 추가된 무료 스핀을 

작동합니다. 

▪ 무료 스핀 중에 수집한 모든 멀티플라이어는 함께 추가됩니다 

▪ 무료 스핀을 재작동될 수 없습니다. 

보너스 구입 

▪ 무료 스핀 기능은 직접 작동될 수 있습니다. 

▪      4개, 6개 또는 4개부터 10개까지의 무작위 옵션에 해당하는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 옵션 1: 10회의 무료 스핀. 가격: 40 x 총 베팅. RTP: 94.3%. 

▪ 옵션 2: 20회의 무료 스핀. 가격: 135 x 총 베팅. RTP: 94.1%. 

▪ 옵션: 무작위 무료 스핀 기능 상금. 가격: 250 x 총 베팅. 94.4%. 

▪ 보너스 구입 기능을 사용할 때 스핀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상금은 없습니다. 

겜블 

▪ 게임 라운드가 승리로 끝나는 경우, 플레이어는 상금을 높이기 위해 겜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겜블은 카드 모양을 기준으로 하며, 플레이어에게는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 모양 색상(레드 또는 블랙)에 겜블하여 50% 승리 확률로 2X 금액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모양인 하트(레드), 다이아몬드(레드), 스페이드(블랙), 클로버(블랙)에 

겜블하여 25% 승리 확률로 4X 금액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옵션이든 겜블 기능 RTP는 100%이며, 각 가능한 4개의 결과의 가능성은 

같습니다. 

▪ 겜블에 대한 제한:      

▪ 연속으로 최대 4회의 겜블만 허용됩니다. 

▪ 현재 승리가 겜블 전에 스핀 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해 놓인 총 베팅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겜블이 허용됩니다. 이는 모든 겜블에 

적용됩니다. 

▪ 겜블 화면 상단에서, 현재 겜블 게임에 받은 마지막 카드 4장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방법 

플레이 모드 및 잔액 

▪ 이 게임은 재미 또는 실제 모드로 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 재미 모드에서는 플레이 머니로 즐기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모드에서는 

잔액의 실제 돈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 잔액은 재미와 실제 모드에서 모두 잔액 상자에 표시됩니다. 

베팅하기 

▪ 이 게임에는 총 베팅 하나의 베팅 설정만 있습니다. 

▪ 총 베팅 금액을 설정하려면, “-“ 및 “+” 버튼을 사용하세요. 

▪ 스핀 버튼을 눌러서 현재 베팅 값으로 게임 라운드를 시작하세요. 

▪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게임 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 스핀 모드 



 

▪ 자동 스핀의 횟수를 선택하려면, 자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당첨까지를 선택하여 

기능이 작동될 때까지 스핀하세요. 

▪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스핀을 일찍 멈출 수 있습니다. 

▪ 정지 버튼은 남은 스핀의 수를 표시합니다. 당첨까지 옵션이 선택된 경우, “∞” 

심볼을 표시합니다. 

▪ 손해 한도 값은 필수적입니다. 잔액이 선택된 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자동 

스핀이 멈추게 됩니다. 

▪ 승리 한도 값은 필수적입니다. 잔액이 선택된 금액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자동 

스핀이 멈추게 됩니다. 

▪ 단일 승리 한도 값이 선택되는 경우, 단일 게임 라운드에서 선택된 금액 이상으로 

승리하면 자동 스핀이 멈추게 됩니다. 

터보 모드 

▪ 터보 버튼을 클릭하면 터보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터보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일부 승리 애니메이션과 사운드가 건너뛰기되고 릴이 더 빠르게 

스핀됩니다.   

연결 끊김 및 오작동 

▪ 실제 게임 중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카지노에 다시 로그인하세요. 게임을 다시 

열면 연결이 끊긴 시점부터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오작동은 모든 지급과 플레이를 무효로 만듭니다. 

▪ 이 도움말 페이지는 영어를 번역한 버전입니다. 이 버전과 영어 버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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