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 초보자분들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몇가지
korea-lab powerball game forum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결정적인 이유 몇가지와
해결책을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볼사이트 게임 은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기본적으로 방지하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타이밍 문제
파워볼게임 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타이밍 문제 입니다.
파워볼게임 에서 타이밍을 잘 잡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식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해서 주가가 올라갈 떄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는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비쌀 때 몰리고
반대의 상황일 때 떠나가게 됩니다.
파워볼게임 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입인구가 갑자기 몰려들어서 밸런스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면
배팅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일반 유저분들은 파워볼밸런스 변동성이 심할 때
부화뇌동 구간에 편승하게 됩니다.
유입인구가 줄어들고 파워볼밸런스의 변동성이 낮을 때 그때 배팅횟수를 늘리고
구간에 편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워볼 메타의 흐름을 탈 때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타의 흐름을 탈때는 강승부 구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초반에
합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승부 구간의 흐름이 한창 진행되고 나서 중간 이후에 탑승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이미 흐름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파워볼밸런스 가 일정하지 않을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즉, 통수가 나타날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수가 나타날 확률이 커진 타이밍에서 배팅금액을 올려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밍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배팅하기 전 본의 타이밍 습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 된 성장구간 선정
주식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있는 종목을 잘 골라야 합니다.
즉, 상장기업의 이익 패턴을 보면, 이익 증가 기업과, 이익 정체 기업과
이익 감소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이익 증가 기업에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게 됩니다.
파워볼게임 도 파워볼 메타의 흐름이 변할 때 마다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줄 높이가 높은 구간이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줄높이가 낮은 구간이

강세를 보일때도 있습니다.

166회차부터 193회차까지는 낮은 줄의 흐름이 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퐁당이나 2박스 혹은 줄높이가 낮은 계단 구간 출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194회차부터는 줄높이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줄구간이 지나면 3줄이나 4줄 높이가 대세를 보이는 구간을
자주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3박스나 4박스, 혹은 3, 2, 1 계단 패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본전 심리 적용
주식투자에서는 많은 분들이 본전심리 때문에 실패합니다.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있을 때 보통의 일반 투자자는 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한 후
손실이 난 종목을 추가매수 합니다.
손실보전심리가 작용하여 먹을 땐 조금, 잃을 땐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워볼게임 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특정한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구간에서의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파워볼 배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번째, 보유종목의 함정
주식 같은 경우엔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 하거나 보유 종목 수가 적으면

위험에 빠지기 쉬우며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샀는데 빠지면 본의 아닌에 중장기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극복을 위해서 분산투자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파워볼게임 에서의 종목은 강승부 구간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관리 능력 범위 안에서 강승부 구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섯번째, 목표의 변경
많은 분들이 수익률의 목표를 세우면 완벽하게 달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의 파워볼밸런스 가 좋지 않거나 점검 이후 파워볼 메타가 변한 상황이라면
억지로 수익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럴때는 밸런스와 파워볼 메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2~3일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즉,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항상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표 달성은 안정적일 때가 기준이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는
수정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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