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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저자 MMAsherdog은  세계최고의 노리밋 홀덤 캐쉬게임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으며,많은 메이져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가장 큰 게임들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서론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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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포커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기반은 바로 프리플랍 전략입니다. 포스트플랍 게임을  
연마하기에 앞서, 먼저 프리플랍 게임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프리플랍 바이블에는 여러 개의 핸드 차트, 수학적 계산,  GTO 개념들, 핸드 리딩에 관한 이론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성향 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변형 전략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부 소화하고 나면, 어떤 프리플랍 스팟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플랍 플레이, 멘탈게임, 그리고 소프트 스킬을 익히는 것은 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가르침과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주제들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 코칭을 비롯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s://www.bluffthespot.com/cfp
 

 
 

  

프리플랍 바이블

그럼 테이블에서 만납시다!

https://www.bluffthespot.com/
https://www.bluffthespot.com/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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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에서는 팟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그래서 우리는 작은 레이즈 사이
즈를 추천합니다.

       
   

 장점들:   
▪ 3벳에 폴드할 때 더 적게 잃을 수 있음          
▪ OOP에서 팟사이즈가 더 작아짐         
▪ OOP에서 3벳에 콜했을 때 큰 팟을 질 위험이 적어짐                 
▪ 레이즈를 상대로 더 좋은 오즈를 받게 됨          

단점:   
• IP에서 더 많은 플랫 콜이 나오게 됨          

 

 
    

  (얼리 포지션 EP)  &    미들 포지션(MP)  2.2 BB   
 컷오프 (CO) &버튼  (BTN)  2.5BB   

  스몰 블라인드(SB) 3 BB   

 

  
    

  (얼리 포지션 EP),    미들 포지션(MP)  

&컷오프   (CO) 
2.5 BB   

 (버튼 BTN)  3  BB  
  (스몰 블라인드 SB) 3.4-3.6BB   (팟사이즈로    오픈)  

 
          앤티 게임에서는 보다 큰 사이즈로 오픈해야 하는데,팟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상대 플레이어들에게 더 좋은 오즈를 주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몰 블라인드에서 림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레이크를 피하고 BB에서 스틸을 

상대로 오버폴드하는 성향을 익스플로잇하기 위해서입니다. 
       

          

 

   

    
  3.5BB + 림퍼 한 명 당 1BB     
   4.5BB + 림퍼 한 명 당 1BB     

    3.5 BB   

 

  

  

                     
       

       

블라인드
 
자리에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들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오픈

 
사이즈를

 
적용하지

 
않습

니다.더
 
큰

 
사이즈로

 
오픈해서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더

 
큰

 
밸류를

 
얻고,

 
레귤러들의

 플랫
 
콜을

 
방지합니다.

  
                   

오픈 레이즈

논-앤티
포지션 오픈 레이즈 사이즈

앤티 게임
포지션 오픈 레이즈 사이즈

림프 상대 레이즈
오픈 레이즈 사이즈

IP
OOP

vs.  SB  림프

         전략 변경                                                         
상대가

 
플랫

 
콜을

 
자주

 
하는

 
테이블에서는

 
모든

 
포지션에서

 
오픈

 

사이즈를

 

최소

 

2.5BB

 

이상으로

 
하고

 
레인지를

 
약간

 
더

 
타이트하게

 
합니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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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 더 건 (UTG)  

 

기본 오프닝 레인지 (16.1%, 213.5 콤보)   

경계선의 핸드, 타이트하거나 위크한 테이블에서만 오픈 (3.7%, 48.5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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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포지션 MP)   

 

   (기본 오프닝 레인지 20.3%,  269  콤보)   

           (경계선의 핸드, 타이트하거나 위크한 테이블에서만 오픈 5.1%,  67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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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CO) 

 

기본 오프닝 레인지 (27.3%, 362 combos)   

경계선의 핸드, 타이트하거나 위크한 테이블에서만 오픈 (4.1%, 54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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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BTN)  

 

   (기본 오프닝 레인지 42.8%,  568  콤보)   

           (경계선의  핸드,  타이트하거나  위크한  테이블에서만  오픈 7.4%,  98  콤보)   

  

전략  변경하기  

        블라인드 자리의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방어하지 않고 있을 경우, 버튼에서의 오픈 레이즈 사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타이트한 상대들은 보통

         
              자신의 핸드에만 집중하고 팟 오즈를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더 적은 비용으로 스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테이블에서는,           레이즈 사이즈를 미니멈 레이즈로 하고     레인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상대가 3벳
이나 플랫 콜 레인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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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블라인드 (SB) 

 

기본 오프닝 레인지 (44.8%, 594  combos)   

경계선의 핸드, 타이트하거나 위크한 테이블에서만 오픈 (12.1%, 161  combos)   

 

  

 

많은 플레이어들이 블라인드 자리에서 스틸을 상대로 오버폴드하므로, 림프 없이 레이즈나 폴

드만을 하는 전략에 대한 유인이 더욱 커집니다. 상대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플레이어 별로 가지고 있는 리크가 다릅니다. 리크를 찾아내고 그에 맞춘 전

략을 사용하면 우리의 윈레이트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nl1000 이하에서는 스몰 블라인드에서의 림프를 지양해야 하는데,  레이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레퍼런스

    전략 변경

https://www.bluffthespot.com/


 

Page | 9  

 ©BluffTheSpot 2019  
Our Website 

3벳  

        IP에서 우리는 작은 3벳 사이징을 사용하여,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를 가진 빌런을 어려운 스팟에 놓을 수 
있습니다.

            
 

      빌런은 IP에서 더 많은 에퀴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OOP에서 더 큰 사이즈로 3벳을 해야 합니

다. 
 

               또 콜하기에 더 좋은 오즈를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레인지는 보다 폴라라이즈됩니다. 
 
 

      100bb   스택에서의 포지션 별 3벳 사이즈    (오픈      사이즈가 위와 같을 시)  

3BET MP CO BTN SB BB 

UTG 7 7 7 10.5 11.5 

MP  7 7 10.5 11.5 

CO   7 11.5 11.5 

BTN    11.5 11.5 

SB     9 

 

 

 IP에서의 3벳    

                   플랫 콜을 하는 유일한 경우는 뒷자리에 위크한 플레이어가 있어서 그를 팟에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입니다
.

  

                 

뒷자리에 아주 위크한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플랫 콜 레인지를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그들은 잘 하는 

플레이어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실수를 하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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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 포지션 (MP) vs 언더 더 건 (UTG)  

 

기본 3벳 레인지 (7%,  93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1.7%, 22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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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 CO) vs     언더 더 건 (UTG)  

 

   (기본 3벳 레인지 7%,  93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1.7%,  22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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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CO) vs 미들 포지션 (MP)  

 

기본 3벳 레인지 (10%,  132콤보  )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1.6%,  21콤보 )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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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벳버튼  

      버튼에서 3벳과 폴드만 하는 전략과, 플랫 콜과 3벳을 섞어서 하는 전략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BluffTheSpot

     

에서는 이 중 3벳과 폴드만 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장점:

  
▪

               
OOP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높은 빈도의 3벳 전략을 상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

     
블라인드에서의 스퀴즈를 방지합니다.

 ▪

          

콜을 할 때 레인지가 캡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컷오프의 플레이어가 더 타이트해지게 되어서,우리가 더 자주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

   
  

더 많
은 블라인드를 스틸할 수 있습니다).

 ▪

   

레이크를 더 적게 냅니다.

 ▪

    

블라인드를 폴드시킵니다.

 단점:

  
•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들로 더 큰 팟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

               

+EV로 콜할 수 있는 핸드 몇 개를 폴드해야 합니다.

 
  

 

BluffTheSpot 에서는 뒷자리에 있는 위크한 플레이어를 팟에 참여시켜야 할 때는 플랫 콜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랫 콜 레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팟은 블라인드         

  

자리의 플레이어들이 스퀴즈를 잘 하지 

않고, 오픈          레이져가 작은 사이즈로 오픈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레이즈 사이즈가 클 

            

수록 

플랫을 자제하고 3벳/폴드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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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BTN) vs 언더 더 건 (UTG)  

 

 기본  3벳  레인지  (9.1%,  121콤보  )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2.9%,  38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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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BTN)  vs 미들 포지션   (MP)  

 

   기본 3벳  레인지 (11.5%,  153 콤보  )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2.9%,  39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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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링 레인지: 버튼 (BTN) vs 언더 더 건 (UTG) &미들 포지션  (MP)  

 
기본  3벳  레인지  (7%,  92.5  콤보)   

   (오픈 레이즈 상대 콜 6.4%, 84.5콤보 )  

  

플랫 레인지를 플레이할 때는, 3벳 레인지에서의 사이즈는 0.5-1bb 정도 늘어나야 합니다. 

블라인드 자리에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가 있을 때에만 플랫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랫하는 레인지의 범위는 오픈 레이져의 오픈 사이즈와 뒷자리에서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레크리에
이셔널 플레이어의 실력 수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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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BTN)  vs컷오프   (CO)  

 

   (기본  3벳  레인지 15.6%,  207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3.2%,  43  콤보
)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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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ffTheSpot은 스몰   블라인드에서 3벳과 폴드만을 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장점:   

▪ 프리플랍에서 강한 레인지로 팟사이즈를 키웁니다. 
▪ 폴드 에퀴티가 있습니다. 
▪ 주도권을 획득합니다. 
▪ 빅 블라인드를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 캡된 콜 레인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
 
레이크를 적게 냅니다. 

▪
 
빅 블라인드의 스퀴즈를 방지합니다.

 
단점:

 
•
 

+EV로 콜할 수 있는 몇몇 핸드를 폴드해야 합니다.
 

•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로 더 큰 팟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 방어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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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블라인드 SB) vs    언더 더 건(UTG) &미들 포지션    (MP)  

 

    기본  3벳  레인지 (7.8%,  104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1.7%, 22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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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블라인드 (SB) vs 컷오프 (CO) 

 
기본  3벳  레인지  (11%,  145.2콤보  )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1.6%, 21.8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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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블라인드 SB) vs버튼  (BTN)  

 

   기본 3벳 레인지 (16.1%,  213 콤보 )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2.6%, 35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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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라이즈되지 않은 레인지로 3벳하기 
 빅 블라인드에서의 방어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 만큼, 프리플랍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여기서    수익에 있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장점:  
▪ 미들카드로 이루어진 보드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 레인지 대부분이 하이카드 보드에 아주 잘 맞기 때문에, 많은 블러프를 할 수 있습니다.  

▪ 프리플랍에 폴드 에퀴티가 있습니다.  

▪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점:  

• 에퀴티 상 지고 있는 핸드로 팟사이즈가 커집니다.   
 

  

3벳을 상대로 오버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는 수딧 커넥터와 수딧 Ax 핸드들을 3벳할 때의 EV가 
커집니다. 

   

   우리가 도미네잇하는 핸드들을 상대가 3벳에 많이 폴드할수록 씬 밸류를 위한 3벳의 EV
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벳 상대로 잘 폴드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에게 높은 카드
로 더 많은 3벳을 해야 합니다.

   
 

    전략 변경  

 3벳에 오버폴드하는 상대에게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3벳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를 너무 많이 줄인다면, 상대가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

소에는 폴드했을 핸드들을 추가하고, 
 
평소에는 콜했을 핸드들로도 3벳을 할 수 있습니다.

 
 
위크한 상대에게는,

 
일반적으로 더 큰 사이즈로 3벳을 해야 하는데, 팟오즈와 관계 없이 

많은 핸드로 3벳에 콜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더 큰 오픈 사이즈를 상대로는 오픈 레인지에서의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방어 레인지를 더욱 타이트하게 합니다.
 

빅 블라인드 방어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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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블라인드 BB) vs언더 더 건    (UTG) &미들 포지션    (MP)  

 

  (3벳 레인지 6.7%, 88.7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1.6%, 21.6 콤보 )                                                                                                                   

    오픈 레이즈 상대 콜 (17.7%,  234.7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오픈 레인지가 넓은 루즈한 상대들에게만 콜(7.5%,  99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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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블라인드 BB) vs 컷오프 (CO) 

 

3벳 레인지 (10.3%, 136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2.8%,  37  콤보)        

    오픈레이즈  상대  콜  (24.4%,  323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오픈 레인지가 넓은 루즈한 상대들에게만 콜 9.8%, 130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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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블라인드 BB) vs버튼  (BTN)  

 

   3벳 레인지 (14.6%, 194.1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6.2%,  82.8  콤보)         

    오픈 레이즈 상대 콜 (36.3%,  481.1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오픈 레인지가 넓은 루즈한 상대들에게만 콜 9.8%, 130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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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블라인드 BB) vs스몰 블라인드 (SB) 

 

3벳 레인지  (19.7%,  260.6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3벳을 상대로 자주 폴드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3벳 3.8%, 51콤보 )  

    

                      
오픈 레이즈 상대 콜 (39.6%,  525.4  콤보)  

          (경계선에 있는 핸드, 오픈 레인지가 넓은 루즈한 상대들에게만 콜 8.4%,  111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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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벳  

       먼저 4벳 밸류 레인지를 결정한 다음,        그와 같은 수의 블러프 콤보를 더합니다.  
           우리는 4벳 밸류 핸드와 블러프 핸드의 비율을 1:1로 맞추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4벳하는 핸드는 콜하기에는 다소 약하지만 상대가 컨티뉴할 레인지에 대한 
좋은 블락커를 가진 핸드입니다.

      
    

4벳 블러프를 위한 기준     

▪ 빌런의 5벳 레인지를 블락함      

▪ 플레이 가능성과 보드 커버를 고려함      

▪ 콜하기에는 다소 약하지만 폴드하기에는 강함                
 

      너무 작게 4벳을 해서            빌런이 4벳을 상대로 넓은 레인지로 콜하고 좋은 플레이 가능성을 가지게 해
서는 안 됩니다.

     

 
     100bb   스택에서의 4벳 사이즈 (bb 단위,위의     3벳 사이즈 기준)  

 

4BET UTG MP CO BTN SB 

UTG      

MP 20     

CO 20 20    

BTN 20 20 20   

SB 25 25 25 25  

BB 25 25 25 25 23 

 

 

  3BET 상대 방어  

                IP에서 우리는 플랫 콜과 4벳을 합쳐 오프닝 레인지의 총 50% 이상을 방어합니다. 
         OOP에서는 레인지의 45%만을 방어합니다.  

       
IP에서는 포지션의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OOP에서 3벳을 더 크게 하

기 때문에 

 
      
보통 더 안 좋은 팟오즈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OOP에서는 포지션 상으로 불리하지만 더 좋은 오즈로 컨티뉴할 수 있습니다.
  

 K예시) 9s와  ATo는     버튼        vs SB 상황에서 좋은 4벳 블러프 핸드입니다.  K9s에는      
       

빌런의 컨티뉴 

레인지에 있는   AK,   KQs 등에 대한 한 장의 블락커가 있고     수딧입니다.  ATo    
 

는 에이스를 블락

하고,
      

AA, 
  

AQs 같은 핸드들을 블락합니다.또 빌런이 4벳에 콜할 수 있는 
        

T9s과 
  

98s 같은 몇몇 

핸드를 도미네잇합니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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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3벳이 아주 폴라라이즈되어 있으면 우리가 작은 사이즈로 4벳을 해도 어

차피 약한 핸드로는 방어할 수 없어서, 대부분 5벳 아니면 폴드를 할 것입니다. 

보다 선형적인 3벳 레인지를 상대로는, 상대가 더 높은 에퀴티를 가지고 있고 더 많
은 핸드로 콜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더 큰 사이즈로 4벳해야 합니다.  

 우리의 4벳 레인지는 폴라라이즈되어 있어서 강한 핸드로는 최대한의 밸류를 얻을 수 

있고 약한 핸드일 때는 최대한의 폴드 에퀴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플랍에서 AA와 KK 슬로우플레이하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프리플랍 4벳을 상대로 가끔씩 AA와 KK를 슬로우플레이해

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의 레인지의 약한 핸드들을 보호하고, 
 

상대가 4벳 팟에서 
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레인지가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들로 캡되어 있을 
경우,  상대는 어그레션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모든 블러프 콤보들이 레인지에 남아있게 됩니다. 
 

AA와 KK는 상대

의 레인지에 크게 앞서고 있으므로 플랍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상대가 보드에 무

언가를 맞춘다면, 우리는 상대 스택 전부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A와 KK의 슬로우플레이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들로 슬로우플

레이하는 빈도는  프리플랍 상황,우리의 상대, 유효 스택과 테이블 다이나믹 등등에 따

라 달라집니다.

  

     전략 변경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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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더 건 UTG)      OOP일 때 (OOP)  

 

  (4벳 레인지 3.7%,  48.5  콤보)  

   (콜 vs 3벳 5.7%,  75.5  콤보)  

   (폴드 vs 3벳 6.7%,  89.5콤보  )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 (3.7%,  48.5콤보 )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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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 더 건 (UTG) vs 스몰 블라인드 (SB)
 

& 빅 블라인드 (BB)
 

 
4벳 레인지 (1.7%, 22콤보)  
콜 vs 3벳 (7.9%, 104.5콤보)  

폴드 vs 3벳 (6.6%,  87콤보  )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 (48.5%,  3.7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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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포지션 MP) OOP일 때     (OOP)  

 

  (4벳 레인지 4.6%,  60.8  콤보)  

   (콜 vs 3벳 5.7%,  76  콤보)  

   (폴드 vs 3벳 10%,  132.2 콤보  )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 5.1%,  67 콤보 )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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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 포지션 (MP) vs 스몰 블라인드 (SB)  & 빅 블라인드 (BB) 

 

4벳 레인지 (2.5%,  32.8  콤보)  

 (콜 vs 3벳 8.7%,  115.2  콤보)  

 (폴드 vs 3벳 9.1%,  121.1  콤보)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5.1%,  67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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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CO)      OOP일 때(OOP)  

 

  (4벳 레인지 6.3%,  83.4  콤보)  

   콜 vs 3벳 (7%,  92.8  콤보)  

   (폴드 vs 3벳 14%,  185.8  콤보)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 4.1%,  54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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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CO) vs 스몰 블라인드 (SB) &빅 블라인드 (BB) 

 

4벳 레인지 (3.4%,  45.7  콤보)  

 (콜 vs 3벳 11.2%,  148.2  콤보)  

 (폴드 vs 3벳 12.7%,  168.1  콤보)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  (4.1%,  54  콤보)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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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BTN)  vs스몰 블라인드   (SB)  &    빅 블라인드(BB) 

 

  (4벳 레인지 5%,  66.2  콤보)  

   (콜 vs 3벳 15.9%,  211.2 콤보  )  

   (폴드 vs 3벳 21.9%,  290.6  콤보)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 (7.4%,  98  콤보)   

  

www.cheapcourses.eu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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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블라인드 SB) vs빅 블라인드  (BB) 

 
4벳 레인지 (7.8%,  103.6  콤보)  

 (콜 vs 3벳 15.8%,  209.8  콤보)  

 (폴드 vs 3벳 21.2%,  280.6  콤보)  

경계선 상 핸드들은 3벳 상대 폴드 (12.1%,  161 콤보 )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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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벳  

 100bb의 유효 스택 하에서 우리의 5벳은 올인이 될 것이고,                     빌런은 블러프 핸드를 전부 폴드해

야 할 뿐만 아니라             4벳 레인지 상의 중간 정도의 핸드들로 에퀴티를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핸드 중 대부분과,강한 핸드이지만 플랍을 볼 경우 팟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
은 프로텍션이 필요한 핸드들로 5벳을 합니다. 

            
   

     

•
    
빌런의 콜링 레인지를 블락합니다.

 

• 4벳에 콜을 하기에는 약간 위크해서
                      

 
포스트플랍에 많이 폴드해야 할 핸드로 5벳합니다

 
(특히 

   
OOP일 때)

 

   

  

    딥스택 게임에서는,       4벳 사이즈의   2.2x~   3x     로 5벳을 해야 합니다.       

     
SPR

 
(스택과 팟의 비율)

   
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올인을 할 수 없습니다.
           

150bb+ 부터는 올인이 아닌 5벳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빌런이 4벳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5벳 레인지를 타이트하게 해서 블러프를 
줄이고 가장 약한 밸류 핸드들로는 콜을 합니다.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는포스트플랍에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투
기적인 핸드들로 더 많은 콜을 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들은 대체로 4벳 블러프를 많이 하지 않아서,라이트하게 셔브할 유인
이 떨어집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 모두 아주 타이트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팟에서는,         5벳 레인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특히 

 
           

대부분의 빌런들이 4벳 블러프를 거의 하지 않는 플레이어 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방법으로 전략이 간략화되고, 

           

좋지 않은 보드에서는 우리의 핸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OOP에서   IP일 때 보다 많은 5벳 셔브를 하는데,           
   

OOP에서는 포스트플랍을 
플레이하는 것보다 셔브로 더 많은 에퀴티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벳 블러프를 위한 기준

     전략 변경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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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 포지션 (MP)  vs 언더 더 건 (UTG)  

 

5벳 레인지 (1.7%,  22.5 콤보)  

콜 vs 4벳 (2.8%,  37 콤보)  

폴드 vs 4벳 (2.5%,  33.5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1.7%,22콤보 )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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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 (CO) vs     언더 더 건(UTG)  

 

  (5벳 레인지 1.7%,  22.5 콤보 )  

   (콜 vs 4벳 2.8%,  37  콤보)   

   (폴드 vs 4벳 2.5%,  33.5 콤보  )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1.7%,22 콤보 )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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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CO) vs 미들 포지션 (MP)  

 

5벳 레인지 (1.8%, 23.8 콤보)  

콜 vs 4벳 (4.8%, 63.2 콤보)  

폴드 vs 4벳 (3.4%, 45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1.6%, 21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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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BTN)  vs언더 더 건    (UTG)  

 

  (5벳 레인지 1.8%,  23.5  콤보)  

   (콜 vs 4벳 4%,  53.5  콤보)   

   (폴드 vs 4벳 3.3%,  44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2.9%,  38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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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BTN) vs 미들 포지션 (MP)  

 

5벳 레인지 (1.8%, 23.5 콤보)  

콜 vs 4벳 (5.9%, 78.5 콤보)  

폴드 vs 4벳 (3.8%, 51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2.9%, 39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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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링 레인지가 있을 시, 버튼  (BTN) vs언더 더 건    (UTG) &미들 포지션   (MP)  

 

  (5벳 레인지 1.5%,  20.5  콤보)  

   

                                     

콜 vs 4벳(2.6%,  34  콤보)                       

   

                          

폴드 vs 4벳 (2.9%,  38  콤보)                                       

오픈 레이즈 상대 콜   (3벳  X)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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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BTN)  vs 컷오프 (CO)  

 

5벳 레인지 (2%,  27 콤보)  

콜 vs 4벳 (8.4%,  111 콤보)  

폴드 vs 4벳 (5.2%,  69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3.2%,  42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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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블라인드 SB) vs    언더 더 건(UTG)  &미들 포지션   (MP)  

 

  (5벳 레인지 2%,  27.1 콤보 )  

   (콜 vs 4벳 2.8%,  36.9  콤보)   

   (폴드 vs 4벳 3%,  40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1.7%,  22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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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블라인드 (SB) vs 컷오프 (CO) 

 

5벳 레인지 (2.7%,  36  콤보)  

콜 vs 4벳 (5.6%,  74.2 콤보)  

폴드 vs 4벳 (2.6%,  35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1.6%,  21.8  콤보)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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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블라인드 SB) vs버튼  (BTN)  

 

  (5벳 레인지 3.1%,  40.6  콤보)  

   (콜 vs 4벳 8.4%,  111.4  콤보)   

   (폴드 vs 4벳 4.6%,  61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2.6%,  35콤보 )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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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블라인드 (BB) vs 언더 더 건 (UTG)  & 미들 포지션 (MP)  

 
5벳 레인지 (1.7%, 22.4 콤보)  
콜 vs 4벳 (3%, 39.7 콤보)  

폴드 vs 4벳 (2%, 26.6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1.6%, 21.6 콤보)  

오픈 레이즈 상대 콜 (3벳 X)  

경계선 상의 핸드는 루즈하게 오픈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콜    (3벳 X)  

레퍼런스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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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블라인드 BB) vs컷오프   (CO) 

 

  (5벳 레인지 2.5%,  33  콤보)  

   (콜 vs 4벳 4.6%,  61  콤보)   

   (폴드 vs 4벳 3.2%,  42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2.8%,  37  콤보)  

     

              

  

레퍼런스

오픈 레이즈 상대 콜 (3벳 X)

경계선 상의 핸드는 루즈하게 오픈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콜 (3벳 X)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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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블라인드 (BB) vs 버튼 (BTN)  

 

5벳 레인지 (3.1%,  40.5  콤보)  

콜 vs 4벳 (8.1%,  107.6 콤보  )  

폴드 vs 4벳 (3.5%,  46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6.2%,  82.8  콤보)  

 

     

  

레퍼런스

경계선 상의 핸드는 루즈하게 오픈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콜 (3벳 X)

오픈 레이즈 상대 콜 (3벳 X)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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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블라인드 BB) vs스몰 블라인드   (SB) 

 

  (5벳 레인지 2.7%,  35.3  콤보)  

   (콜 vs 4벳 9.8%,  129.3  콤보)   

   (폴드 vs 4벳 7.2%,  96  콤보)  

      (경계선 상의 핸드는 4벳 상대 폴드 3.8%,  51  콤보)  

     

              

  

레퍼런스

오픈 레이즈 상대 콜 (3벳 X)

경계선 상의 핸드는 루즈하게 오픈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만 콜 (3벳 X)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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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한 플랫 콜 전략을 상대로는 우리도 타이트한 레인지로 스퀴즈해야 합니다. 대부분 프리미엄 

핸드들로 스퀴즈하지만, Ax 수딧과 수딧 커넥터 같은 블러프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레귤러들 대부분은 프리플랍에서 3벳/폴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빈도로 플랫을 하
는 플레이어는 대부분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입니다.  

 

넓은 플랫 콜 레인지를 가진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를 상대로는, 넓고 선형적인 레인지로 스퀴즈
를 해서 

 

상대의 루즈한 플랫 레인지를 공격하고, 포스트플랍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
다.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모든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차트를 제
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스팟을 마스터하려면, 차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스퀴즈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질문:
 

 

•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의 플랫 레인지가 얼마나 넓은가?

 

•
   

4벳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
 
오픈 레이져가 얼마나 자주 스퀴즈에 폴드할 것인가?

 

•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가 얼마나 자주 스퀴즈에 폴드할 것인가?

 

 

만약 두 명의 플레이어로부터 4벳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면, 플랍을 보고 에퀴티를 실현할 수 있으므
로 더 넓은 레인지로 스퀴즈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는, 그 자리에서 사이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아주 넓은 레인지로 플레이하고 스퀴즈를 상대로도 폴드하지 않는 레크리에이셔
널 플레이어를 상대로는 아주 큰 사이즈로 스퀴즈할 수 있습니다. 

 
넓은 스퀴즈 레인지를 상대로는 오픈 레이져로서 4벳 셔브 레인지를 가져야 하는데, 넓은 스퀴

즈 레인지의 에퀴티 실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레인지는 스팟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

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핸드로는 강한 하이카드들과 (AK 등)강한 파켓 페어 (TT 등) 들이 

있습니다. 
 
  

스퀴즈의 대략적인 사이징은, 다음과 같이 추천드립니다:  

• IP: 팟사이즈   -  1bb  

• OOP: 팟사이즈   +1bb  

스퀴즈하기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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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스퀴즈    얼리 포지션(7.4%,  98  콤보)  

 v전략 변경 시 s얼리 포지션   & 스퀴즈  vs    레이트 포지션(2.9%,  38  콤보)                        

 전략 변경 시 vs레이트 포지션   (2.9%, 39 콤보)  

 

  

https://www.bluffthe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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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레이즈 사이즈에 대응하는 법  

▪ 상대가 더 작게 레이즈할수록,  팟오즈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콜해야 합니다.  
▪ 오픈 레이즈가 클수록, 콜을 더 적게 하고 3벳을 약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오픈 레인지를 넓힐 때 유의할 점들  

▪ 빅 블라인드의 스틸 상대 폴드 빈도l  
▪ 우리의 오픈 사이즈  
▪ 상대의 3벳 빈도 (뒷자리에서 3벳이 적게 나올수록 더 많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 빅 블라인드의 포스트플랍 스킬 레벨.  (빅 블라인드가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라면, 

IP에서 그를 상대로 더 많이 플레이해야 합니다) 
 

 
  

오픈 레이즈의 사이즈가 작거나 블라인드 자리에 피쉬가 있을 때 더 많이 플랫할 수 있습니다. 
 

 
 

    

3벳 빈도를 수정할 때의 고려 사항들:
  

▪

 

빌런의 오픈 레인지.

 ▪

 

빌런의 오픈 레이즈 사이징.

 ▪

 

빌런의 3벳 상대 폴드 빈도 (오버폴드할수록 더 자주 3벳합니다).

 ▪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가 오픈할 경우, 아이솔레이션을 위해 더 많이 3벳합니다.

 
▪

 

뒤에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 팟에 참여시켜야 하므로 3벳을 적게 하고 플랫 레인지
를 넓힙니다.

 

 
 우리는 3벳을 상대로 오버폴드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루즈한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는 조금 더 적게 폴드하

고 밸류와 블러프 4벳 레인지를 모두 넓힙니다. 

 

 
 도미네잇당하기 쉬운 하이카드 핸드들을 피하고 수딧 커넥터로 더 많은 콜을 합니다.

 

 
 

우리는 유연한 프리플랍 레인지를 가져야 하는데, 상대에 따라 그에 맞는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

에 대한 리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HUD의 스탯을 보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스탯들:

  
▪

 

빌런의 프리플랍 오픈레이즈 빈도 (RFI).

  
▪ 빌런의 4벳 레인지

   
▪

 

3벳 상대 폴드 빈도 (IP와 OOP에서의 스탯은 분리).

  
▪

 

플랍 C-bet 상대 폴드 빈도.

  
▪ 플랍 C-bet 빈도

   

일반적인 전략 변경

플랫 콜의 경우라면?

타이트한 3벳 레인지를 가진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폴드하기

트러블 핸드

스탯 분석

https://www.bluffthespot.com/


 

Page | 55  

 ©BluffTheSpot 2019  
Our Website 

  (“에퀴티 실현 R”)  

    ''에퀴티 실현 R”은 무엇인가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여러 변수들을 통해          “R” 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R에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요?
  • 레이크

  
(레이크가 

        
높을수록 에퀴티를 더 적게 실현함).

 • 포지션

  
(IP에서 항상

       
OOP보다 더 많은 에퀴티릴 실현할 수 있음).

 •

    

상대와 그의 전략.

 • 우리의 핸드

    • 실력적 우위

   

 
    

"R"은 어떻게 추정하나요?

  ''R''

      

은 경계선 상의 핸드들에게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픈 레이져와 완전히 똑같은 레인지로 방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OOP이므로 레인지 

전체적으로 더 적은 에퀴티를 실현합니다.그래서 우리의 전체 레인지가 가진 약 85% 가량의 에퀴티

만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콜링 레인지가 빌런의 오픈 레인지보다 더 넓으므로,우리의

      

R은

    
  

평균적으로85%보다도 
더 낮습니다.

  
          

몇몇 강한 핸드들은 1게다가, 00% 이상의 에퀴티를 실현하므로,

       
    

85% 미만을 실현하는 경계선 상의 핸드
들도 있습니다.

  
경계선 상의 핸드들은 현실적으로 55-75%

         

가량의 에퀴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G우리는 운 좋게도 TO솔버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솔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에퀴티 실현
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R''을 계산하는 법

  
"R"

   

에는 임플라이드 오즈,리버스 

   

임플라이드 오즈, 

 

플레이 가능성,

  

상대 등등이 포함됩니다.

  
       

빅 블라인드에서 방어로 수익을 내려면, 폴드했을 때보다 적은 양인

            

1bb 이하를 잃어야 합니다.

  
         

빌런의 오픈 레이즈 사이즈와 팟사이즈를 고려하여,

            
      

우리가 100%의 에퀴티를 실현한다고 가정할 시에 얼
마만큼의 에퀴티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하지만 우리는 에퀴티를 00%    실현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에퀴티를 추정해야 합니다.

  “R”
 
=실현되는 에퀴티

    D
 
=콜하기 

       
위해 실현해야 하는 에퀴티

  

  
우리가 가진에퀴티와

    
실현되는 에퀴티를 곱한 값이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에퀴티

             
 보다 크거나 같다

면,우리가 가진 핸드로 콜할 수 있습니다
              

(3벳의
    

EV가 
  

콜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빌런의 레인지를 상대로 

 
35%

    
의 에퀴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에퀴티는        28.6%
 

입니다.
 

       
우리는 전체 에퀴티의 얼마만큼을 실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른편의 공식을 통해
   

 R을 
       

     
구하였는데,

  
   “R”을 구하려면      D를 에퀴티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82우리의 에퀴티 중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수익적으로      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공식  (콜할   금액)  /  (팟  +    콜할 금액)  =     콜하기 위해필요한 에퀴티  

(D) 

 ×에퀴티  “R” ≥ D 

35 × "R" = 28,6  

"R" = 28,6 ÷ 35 

"R" = 0,8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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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FAQ)  

왜 프리플랍 바이블에는 스몰 블라인드 림프 레인지가 없나요?   

보통 nl1000 이하에서는 스몰 블라인드에서의 림프를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대는 빅 블라인드에서 스틸을 상대로 오버폴드하므로 레이즈/폴드만으로 플레이할 유인

이 커집니다. *스몰 블라인드 플레이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은 18 쪽을 참고하세요.
  

 

레이크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대부분의 포커 테이블에서 플랍부터 레이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랍을 볼 유인이 낮아집니다. 

 

 
레이크가 높은 게임에서는 3벳을 통해 프리플랍에 팟을 이기고, 빅블라인드에서 마지널한 핸드

를 폴드하고, IP에서 마지널한 핸드로 너무 많은 콜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 레이즈 사이즈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BluffTheSpot에서 추천하는 것과 다른 오프닝 사이즈를 상대가 사용할 경우, 우리의 3벳 사이즈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3벳 사이즈:  
▪ IP: 오픈 사이즈의 3x +1bb  
▪ OOP: 오픈 사이즈의 4x  

 

 3벳 사이즈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어느 경우에서든, 최소 20bb 이상으로 4벳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OOP에서는 최소 2.5x 이상에, 딥스택인 경우에는 3x로 할 수 있습니다.
 

IP에서는 더 작게 4벳하여 빌런이 더 넓은 레인지로 콜하게 해야 합니다.  2.4x 정도에서부터딥스택일 
때는 3x의 사이징을 추천합니다.

 
 

5벳 셔브를 상대로는 어떤 핸드로 콜할 수 있나요?
 

 
5벳 셔브를 상대로는 우리의 

  
4벳 레인지의 밸류 핸드들로 방어합니다. 

  

  콜링 레인지는 빌런의 성향에 따

라 달라집니다. 빌런의 레인지를 추정해서 수익적으로 콜하기 위해 필요한 에퀴티를 계산합니다. 

 
 

  

 

 (손익분기점 필요한 에퀴티) =리스크 (콜할 금액) / (리스크 (콜할 금액) + 보상  (팟의 크기)  

필요한 에퀴티를 계산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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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이 오픈하고 스몰 블라인드가 3벳한 경우에는 빅 블라인드에서 어떻게 방어하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스팟에서도 

   

3벳에 콜드콜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데, "위크하고" 한정적인 레인지를 가
지고 많은 어려운 스팟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형적인 '콜드 4벳/폴드' 전략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 폴드 에퀴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스테이크에서 더욱 중요한데,

          

 프리플랍에 팟을 가져가서 레이크를 피할 수 있기 깨문입니다. 

       2.일반적인 콜드 4벳 사이즈는 25x  -2.5x 입니다.   

      

  v콜드 4벳 s타이트한 레인지   (3.2%,  42.4콤보 )  

 콜드 4벳 vs넓은 레인지   (3%,  40  콤보)  

 v전략 변경 s넓은 레인지   (1%,  13콤보  )  

  

참고용으로 아래 차트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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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인지들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여기에 소개된 모든 레인지는 BluffTheSpot과 MMAsherdog이 연구 끝에 추천한 것으로,4벳이나 5벳을 
상대할 때는 빌런의 전략과 성향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타이트하거나 더 루즈하게 폴드, 콜, 또는 레

이즈를 해야 합니다.

   
BluffTheSpot을 소셜 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https://www.bluffthespot.com/
https://www.bluffthespot.com/blog
https://www.twitch.tv/bluffthespot
https://www.instagram.com/bluffthespot/
https://www.youtube.com/channel/UC7JLC0im_HhvfbSFVsejXeQ/featu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