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뭇가지 낚싯대 +

이빨무늬 초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6.00000

붕어 6.00000

개복치 6.00000

새우 6.00000

50 Mpoin 주머니 10.50000

80 Mpoin 주머니 10.50000

100 Mpoin 주머니 7.60000

150 Mpoin 주머니 7.00000

200 Mpoin 주머니 5.40000

250 Mpoin 주머니 2.70000

300 Mpoin 주머니 0.90000

400 Mpoin 주머니 0.80000

500 Mpoin 주머니 0.40000

낚아올린 망원경(2배) 1회 0.10000

낚아올린 포인트 2배(1회) 1.00000

낚아올린 경험치 2배(1회) 0.40000

개 껌 1.70000

일반 진화석 1.00000

기본 씨앗 랜덤 박스 10.0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0.40000

1성 펫 분양권 1.60000

포춘쿠키 13.9837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0.01030

[마법걸기] 2캔디 주머니 0.00600

나뭇가지 낚시대 +

등푸른 중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8.00000

붕어 8.00000

개복치 8.00000

새우 8.00000

500 Mpoin 주머니 9.50000

600 Mpoin 주머니 1.10000

700 Mpoin 주머니 5.20000

800 Mpoin 주머니 4.85000

900 Mpoin 주머니 2.15000

1000 Mpoin 주머니 2.40000

낚아올린 망원경(2배) 3회 0.80000

낚아올린 포인트 3배(1회) 2.00000

낚아올린 경험치 2배(1회) 2.8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1.00000

개 껌 3.20000



개 껌 패키지 1.80000

일반 진화석 2.40000

일반 진화석 패키지 1.40000

일반 화분 랜덤박스 1.00000

기본 씨앗 랜덤 박스 10.0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3.00000

1성 펫 분양권 3.40000

포춘쿠키 9.92070

[마법걸기] 1 캔디 주머니 0.03000

[마법걸기] 2캔디 주머니 0.005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0.01000

낚아올린 기본 닉네임 패널 (2일) 0.00300

낚아올린 빈티지 네모 말풍선 (2일) 0.0015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1회 0.01300

[마법걸기] 10캔디 주머니 0.01100

그라데이션 헤어 1일 랜덤박스 0.00350

다양한 벽지 랜덤 박스(7일) 0.00230

나뭇가지 낚싯대 +

화려한 고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10.00000

붕어 10.00000

개복치 10.00000

새우 10.00000

1000 포인트 주머니 0.45000

1500 포인트 주머니 0.50000

3000 포인트 주머니 0.65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2배) 3회 0.3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2배) 5회 0.30000

낚아올린 포인트4배 (1회) 0.60000

낚아올린 경험치2배 1회 1.00000

낚아올린 솔플의즐거움(1회) 1.6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4.60000

개 껌 2.03960

개 껌 2개 패키지 2.20000

개 껌 3개 패키지 2.70000

일반 진화석 패키지 3.00000

낚아올린 인비져블 레벨 (2일) 2.10000

일반 화분 랜덤박스 1.00000

기본 씨앗 랜덤 박스 10.5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10.41900

1성 펫 분양권 10.00000

포춘쿠키 5.58400

[마법걸기] 1 캔디 주머니 0.220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0.10000

낚아올린 기본 닉네임 패널 (2일) 0.00300

베이직 화분 랜덤박스 0.0006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1회 0.05720

[마법걸기] 10캔디 주머니 0.0460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30회 0.00100

[마법걸기] 30캔디 주머니 0.00100

[마법걸기] 50캔디 주머니 0.00100

그라데이션 헤어 1일 랜덤박스 0.00700

다양한 벽지 랜덤 박스(1일) 0.00400

[마법걸기] 5캔디 주머니 0.00400

다양한 벽지 랜덤 박스(7일) 0.0020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460

[마법걸기] 2 캔디 주머니 0.00600

대나무 낚싯대 +

이빨무늬 초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8.00000

붕어 8.00000

개복치 8.00000

새우 8.00000

100 포인트 주머니 7.10000

150 포인트 주머니 7.10000

200 포인트 주머니 5.90000

300 포인트 주머니 5.90000

400 포인트 주머니 4.00000

500 포인트 주머니 4.0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3배) 1회 1.00000

낚아올린 포인트3배 (1회) 1.00000

낚아올린 경험치2배 1회 2.0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1.00000

냠냠 영양제 1회 3.00000

가공된 진화석 1회 1.00000

기본 씨앗 랜덤 박스 9.0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2.00000

1성 펫 분양권 3.00000

2성 펫 분양권 1.00000

포춘쿠키 9.992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0.00100

낚시 펫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0.00100

[마법걸기] 2 캔디 주머니 0.00600

대나무 낚싯대 +

등푸른 중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10.00000



붕어 10.00000

개복치 10.00000

새우 10.00000

1000 포인트 주머니 1.20000

1200 포인트 주머니 1.20000

1400 포인트 주머니 1.20000

1600 포인트 주머니 1.20000

1800 포인트 주머니 0.60000

2000 포인트 주머니 0.9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3배) 3회 1.30000

낚아올린 경험치2배 1회 1.80000

낚아올린 솔플의즐거움(1회) 1.0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3.60000

냠냠 영양제 2회 6.59970

가공된 진화석 2회 9.96160

낚아올린 인비져블 레벨 (2일) 1.00000

베이직 화분 랜덤박스 1.8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10.00000

2성 펫 분양권 10.20000

[마법걸기] 1 캔디 주머니 0.06060

[마법걸기] 2 캔디 주머니 0.01000

새로운일정 5.700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0.31000

낚시 펫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0.31000

낚아올린 빈티지 네모 말풍선 (2일) 0.0036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1회 0.0067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30회 0.0001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50회 0.00010

그라데이션 헤어 1일 랜덤박스 0.00500

[마법걸기] 10캔디 주머니 0.01600

[마법걸기] 30캔디 주머니 0.00200

[마법걸기] 50캔디 주머니 0.00100

[마법걸기] 70캔디 주머니 0.00100

다양한 벽지 랜덤 박스(1일) 0.00200

[마법걸기] 5캔디 주머니 0.0040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460

간편 신데렐라 매직 0.00200

대나무 낚싯대 +

화려한 고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12.00000

붕어 12.00000

개복치 12.00000



새우 12.00000

2000 포인트 주머니 0.60000

3000 포인트 주머니 0.60000

5000 포인트 주머니 0.9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3배) 3회 1.1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3배) 5회 0.90000

낚아올린 경험치3배 1회 0.60000

낚아올린 솔플의즐거움(1회) 1.1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2.10000

냠냠 영양제 2회 0.90000

냠냠 영양제 3회 2.65590

가공된 진화석 3회 6.08280

낚아올린 인비져블 레벨 (2일) 0.81000

낚아올린 인비져블 레벨 (6일) 0.09000

베이직 화분 랜덤박스 1.0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11.80000

2성 펫 분양권 9.00000

[마법걸기] 1 캔디 주머니 0.77000

[마법걸기] 2 캔디 주머니 0.23000

새로운일정 4.50000

낚아올린 알록달록 전광판 글자색 2회 4.500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0.80000

낚시 펫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0.80000

낚아올린 빈티지 네모 말풍선 (2일) 0.0090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1회 0.06500

[마법걸기] 10캔디 주머니 0.04600

그라데이션 헤어 1일 랜덤박스 0.0120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12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30회 0.0010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50회 0.0001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100회 0.00010

[마법걸기] 30캔디 주머니 0.00500

[마법걸기] 50캔디 주머니 0.00100

[마법걸기] 70캔디 주머니 0.00020

[마법걸기] 300캔디 주머니 0.00020

다양한 벽지 랜덤 박스(1일) 0.00600

[마법걸기] 5캔디 주머니 0.00400

낚아올린 기본 닉네임 패널 (2일) 0.00300

다양한 벽지 랜덤 박스(7일) 0.0020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400

간편 프리미엄 신데렐라 매직 0.00150

단단한 금속 낚싯대 +

이빨무늬 초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10.00000

붕어 10.00000

개복치 10.00000

새우 10.00000

200 포인트 주머니 7.10000

300 포인트 주머니 7.10000

400 포인트 주머니 4.90000

500 포인트 주머니 4.90000

800 포인트 주머니 3.00000

1000 포인트 주머니 3.0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5배) 1회 1.00000

낚아올린 포인트4배 (1회) 1.00000

낚아올린 경험치2배 1회 2.0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0.5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0.50000

냠냠 영양제 1회 5.00000

가공된 진화석 1회 1.00000

기본 씨앗 랜덤 박스 9.0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2.00000

1성 펫 분양권 3.00000

2성 펫 분양권 1.00000

포춘 쿠키 3.996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0.00100

낚시 펫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0.00100

낚시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0.00100

낚시 말풍선 랜덤박스 0.00100

단단한 금속 낚싯대 +

등푸른 중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12.00000

붕어 12.00000

개복치 12.00000

새우 12.00000

2000 포인트 주머니 1.80000

2500 포인트 주머니 1.80000

5000 포인트 주머니 1.8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5배) 3회 2.40000

낚아올린 경험치3배 1회 1.97640

낚아올린 솔플의즐거움(2회) 1.8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4.60000

냠냠 영양제 1회 3.00000

냠냠 개사료 1회 8.80000

가공된 진화석 2회 1.80000

낚아올린 인비져블 레벨 (2일) 1.00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5.38320

2성 펫 분양권 6.13200

[마법걸기] 1 캔디 주머니 0.16060

[마법걸기] 2 캔디 주머니 0.06260

새로운일정 2.70000

낚아올린 알록달록 전광판 글자색 2회 0.900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1.46000

낚시 펫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1.46000

낚시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1.46000

낚시 말풍선 랜덤박스 1.4600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1회 0.01200

[마법걸기] 10캔디 주머니 0.0180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120

[마법걸기] 50캔디 주머니 0.00100

[마법걸기] 70캔디 주머니 0.00100

[마법걸기] 300캔디 주머니 0.00030

[마법걸기] 500캔디 주머니 0.00010

그라데이션 헤어 30일 랜덤박스 0.00100

[마법걸기] 14캔디 주머니 0.00100

낚아올린 기본 도어 (2일) 0.00100

그라데이션 헤어 365일 랜덤박스 0.00050

낚아올린 농부 뚱냥 (7일) 0.00050

낚아올린 냥냥 다이버 (7일) 0.0005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400

간편 신데렐라 매직 0.00300

간편 프리미엄 신데렐라 매직 0.00010

단단한 금속 낚싯대 +

화려한 고급루어 사용
확률

송사리 14.60000

붕어 14.60000

개복치 14.00000

새우 14.00000

5000 포인트 주머니 0.888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5배) 3회 0.60000

낚아올린 망원경 아이템 (5배) 5회 0.93220

낚아올린 경험치3배 1회 0.30000

낚아올린 솔플의즐거움(3회) 0.30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1.80000

냠냠 개사료 1회 1.22000

전광판[레인보우]이용권 3.60000

냠냠 영양제 1회 1.80000

냠냠 개사료 1회 3.00000

냠냠 개사료 2회 1.80000



가공된 진화석 3회 1.59570

낚아올린 인비져블 레벨 (2일) 1.62000

낚아올린 인비져블 레벨 (6일) 0.18000

달빛 씨앗 랜덤박스 5.72400

2성 펫 분양권 6.00480

[마법걸기] 1 캔디 주머니 0.92000

[마법걸기] 2 캔디 주머니 0.12600

새로운일정 0.90000

낚아올린 알록달록 전광판 글자색 2회 0.60000

낚시 홈가든 테두리 랜덤박스 2.20000

낚시 펫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2.20000

낚시 닉네임 패널 랜덤박스 2.20000

낚시 말풍선 랜덤박스 2.20000

평범한 캡슐머신 - 펫 1회 0.02400

[마법걸기] 10캔디 주머니 0.02400

그라데이션 헤어 30일 랜덤박스 0.00120

[마법걸기] 14캔디 주머니 0.00320

낚아올린 기본 도어 (2일) 0.00120

그라데이션 헤어 365일 랜덤박스 0.00170

낚아올린 농부 뚱냥 (7일) 0.00170

낚아올린 냥냥 다이버 (7일) 0.0017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300

간편 신데렐라 매직 0.00700

나만의 메르헨 랜덤박스 0.00030

[마법걸기] 50캔디 주머니 0.00400

[마법걸기] 70캔디 주머니 0.00400

[마법걸기] 300캔디 주머니 0.00040

[마법걸기] 500캔디 주머니 0.00030

[마법걸기] 1000캔디 주머니 0.00010

그라데이션 헤어 30일 랜덤박스 0.00200

낚아올린 기본 도어 (2일) 0.00200

갤럭시 씨앗 랜덤 박스 0.00050

다양한 벽지 랜덤 박스(365일) 0.00080

옴브레 염색약 선택 박스 0.00400

간편 프리미엄 신데렐라 매직 0.00200

작아져라 체형&원래대로 체형 0.00010

나만의 페이블 랜덤 박스 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