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하는 파칭코

‘처음으로 하는 파칭코’ 란
‘처음으로 하는 파칭코’ 란 처음으로 파칭코나 파치슬로를

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인 놀이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칭코・파치슬로는
1,000엔부터 가볍게 놀 수 있는, 초보자라도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또한, 초보자 분에게는 ‘놀이 파치’라고 쓰인

- 파칭코와 노는 방법편 -

파칭코 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http://www.hajimete-pachinko.jp/pc/kr/

초보자 분에게는 ‘1엔 파칭코’가 추천!
파칭코에는 1개 구슬을 1엔으로 빌릴 수 있는 ‘1엔 파칭코’나 1개

당신에게 적합한 파칭코 대는 어느것?
파칭코의 기종은 크게 구분하여 2기종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타입을 찾아 봅시다.

아마데지 타입

아마데지 타입이란 중간 타입과 하이스펙 타입에
비하여 그림문형을 맟추기 쉬운 타입입니다.
파칭코를 가볍게 즐기고 싶은 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지폐를 투입하고 나서,
‘구슬 동전’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나옵니다.

5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구슬을
튀겨 날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구슬을 날리는 힘은
강해집니다.

7
대의 중앙 아래에 있는
‘시작 체커’에 구슬을
넣습니다.
구슬이 시작 체커에
들어가면, 중앙의 액정
그림문형이 회전합니다.

8
숫자와 그림문형이
갖춰지면, 대박입니다.
대박이 되면, 공격이
시작되므로, 종료 표시가
나올 때까지 구슬을
계속하여 넣습니다.

1

어서 파칭코점으로
들어갑시다!
짐이 많을 때는 로커에 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가게에 따라서 로커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중간 타입

‘중간 타입’이란, 아마데지 타입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중급자
대상의 타입입니다.

대를 선택합니다.

3
하이스펙 타입

‘하이스펙’타입이란, 중간 타입보다도 상급자 대상의
것입니다. 두근두근거림을 추구하시는 고객
대상입니다.

4

그러면 파칭코의 놀이법에 관하여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2

구슬을 4엔으로 빌릴 수 있는 ‘4엔 파칭코’ 등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분에게는 많이 놀 수 있는 ‘1엔 파칭코’를 추천해 드립니다.

파칭코의 놀이법 해설

놀이대를 선택하여 앉고
나서, 구슬 교환기에 돈을
넣습니다.
（구슬 교환기는 대의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13

상자가 구슬로
가득채워지면,
‘콜’ 버튼을 눌러서
점원을 부릅니다.

구슬을 헤아리게 하고
나서, 구슬 수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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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곤란할 때도 바로 ‘콜’
버튼을 눌러서 점원을
부릅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경품 카운터로 가서,
경품과 교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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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슬을 튀겨 날릴 때는
이 주변의 못（통칭 ‘섞어
넣기’）을 목표로 합니다.

9
대박일
나오기
아래에
구슬을

12
때는 구슬이 점점
시작하므로, 대의
놓여 있는 상자에
모아 둡니다.

놀기가 끝나면,
‘콜’ 버튼을 눌러서
점원에게 구슬을
헤아리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