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의 온라인 게임들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이

벤트 이벤트는 구성을 심플하게 하면서도 유저에게

도박과 비슷한 형태의 심리를 갖게 하여 이벤트 구

상에 따른 시간 대비 유저의 체류 시간을 길게 하

는데 자주 사용되곤 한다.

유저는 언제 목적을 달성할지 모르는 채로 시지

푸스의 바위를 굴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가다를

통해 확률형 이벤트에 참여하곤 하나 기약 없는 노

동은 곧 빠른 의욕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벤트의 확률을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합리

적인 중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

로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리는 기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며 보다 일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함

으로서 게임과 현실 사이의 게라밸(Game–Life

Balance)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점화식

추첨 횟수를 라고 하고 전체 개 빙고 뽑기

중 개를 뽑은 상황에 도달하는 확률을 이라

고 할 때 번째 추첨 확률과 Bayes 정리를 이용하

여  번째 뽑기 확률의 점화식을 구성하도록 한

다.

번째 추첨에 대해 1번의 추첨이 더해졌으므로

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 추첨 확률은 과

  이다. 이는 이전에 빙고 뽑기를 개를 뽑았

으나 현재 새로운 빙고를 추첨하지 못하여 그대로

개인 경우와, 이전에  개를 뽑았고 현재 새로

운 뽑기를 뽑아 개의 빙고 뽑기를 뽑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 이전 시점 번째에 개를 뽑

을 확률 에 대해 전체 뽑기 개에 대해 이미

뽑은 개 중 하나를 뽑을 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

면 다음과 같다.



 (1)

후자의 경우 이전 시점 번째에  개를 뽑을

확률   에 대해 전체 뽑기 개에 대해 이미

뽑은  개 이외의 뽑기를 뽑을 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

그러면 현재 시점  번째에 개의 뽑기를 뽑

은 상태가 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3)

2. 전체 경우의 수 범위

3번 중복 추첨 당 확정 선택권을 제공하며 이를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권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가장 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1개의 뽑기

이외의 24개 빙고 뽑기 모두를 3번 중복 당 1번 제

공하는 선택권으로 뽑는 경우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을 때  ×  회

안에 빙고를 뽑을 확률은 100%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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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추첨 횟수 당 점화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빙고가 완성될 시점의 추첨 횟수별 확률
을 확률 표를 형성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이 때 선택권을 획득하였을 경우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므로 추첨 횟수의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정된 계산을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여 빠르게 결과를 확
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시방 지급 선택권은 받는 만큼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치 아니한다. 또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로 운이 없는지를 가늠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3. 확률 매트릭스 계산

확률 매트릭스는 3차원으로 구성된다. 1차원은

횟수 , 2차원은 현재 뽑은 빙고 뽑기 개수 로

하여 각 셀에 이 들어간다. 3차원은 현재 가진

선택권의 개수로 마지막에 완성 시점의 확률을 계

산하기 위해 1,2차원 평면을 3차원 방향으로 관리

한다.

횟수가 진행 될 때 우선 이전 시점에 대한 현재

시점의 을 계산하고 현재 선택권을 확인하여 3

차원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이벤트 내용에 따르면 선택권은 1회 제공시 1~2

개가 제공되며 이에 대한 확률은 알 수 없으므로
로 설정한다.

이에 대한 Pseudo-code는 다음과 같다.

PM(1,1,1) = 1

for  = 1:75

for  = 1:25

for z = 25:1

  



ch =


if ch > 0 and mod(ch) == 0

 

 ×

 ×

end

 




end

for z = 1:25

if z > 25 – n

result[k] = 

 

end

end

end

end

4. 계산 결과

해당 Pseudo-code를 바탕으로 MATLAB을 이

용하여 계산을 진행하였으며    일 때

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횟수 확률 횟수 확률

25 0.000% 35 8.022%

26 0.001% 36 4.708%

27 0.146% 37 2.033%

28 1.719% 38 0.903%

29 5.393% 39 0.328%

30 11.412% 40 0.086%

31 16.890% 41 0.033%

32 18.176% 42 0.004%

33 17.403% 43 0.002%

34 12.739% 44 0.000%

표 1. 각 뽑기 횟수에 도달했을 때 빙고가 될 확률
Table 1.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bingo

when each draw is reached

그림 1. 각 뽑기 횟수에 도달했을 때 빙고가 될 확률

Fig. 1.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bingo when
each draw is reached

가장 많은 유저가 집에서 이벤트를 수행하였을

때에 뽑기를 32회 수행하였을 때 빙고를 완성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9∼35회에 뽑을 확률이

90.036%로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구간 안에서 빙

고를 보게 될 것이다.

44회 이후로는 확률이 무의미하므로 표에 넣지

않았다.



5. 결 론

집에서 소울워커를 즐기는 유저들이 이벤트를 참

여한다고 하였을 때 매일 이벤트를 알차게 챙긴다고

하였을 때 하루에 5∼7개의 추첨권을 얻을 수 있는

데 한번에 2개를 뽑을 확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실

질적으로 7개를 뽑을 확률이 95%이므로 대략 4~5일

정도면 빙고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이 정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주일에 빙고를

한 개씩 완성할 수 있으므로 6/4∼6/28 이벤트 기간

동안 대략 3개의 빙고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빙고 뽑기가 중복해서 걸린다는 점 때문에 기약이

없는 뽑기를 하게 될 것으로 느낄 수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이벤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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