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마켓 마켓설명

main_1x2 풀타임 승무패 or 승패

main_handicap 풀타임 아시안 핸디캡

alternative_handicap 풀타임 아시안 핸디캡 추가기준점

main_total 풀타임 언더/오버

alternative_total 풀타임 언더/오버 추가기준점

배당마켓 마켓설명

1Period_1x2 1피리어드의 승무패 or 승패

1Period_handicap 1피리어드의 아시안 핸디캡

1Period_alternative_handicap 1피리어드의 아시안 핸디캡 추가기준점

1Period_total 1피리어드의 언더/오버

1Period_alternative_total 1피리어드의 언더/오버 추가기준점

배당마켓 마켓설명

draw_no_bet 풀타임 승패

double_chance 풀타임 더블찬스

both_teams_to_score 풀타임 양팀득점 여부

exact_total_goals 풀타임 정확한 골수

goals_odd_even 풀타임 홀/짝

correct_score 풀타임 정확한 스코어

half_time_double_chance 전반전 더블찬스

both_teams_to_score_in_1st_half 전반전 양팀득점 여부

1st_half_goals_odd_even 전반전 홀/짝

exact_1st_half_goals 전반전 정확한 스코어

2nd_half_result 후반전 승무패

2nd_half_goals 후반전 언더/오버

both_teams_to_score_in_2nd_half 후반전 양팀득점 여부

exact_2nd_half_goals 후반전 정확한 스코어

배당마켓 마켓설명

game_total_odd_even 매치 홀/짝

4_1_2_innings_line 전반 아시안 핸디캡

4_1_2_innings_total 전반 언더/오버

top_1st_run 1회초 득점

bottom_1st_run 1회말 득점

3_innings_line 3이닝 핸디캡

3_innings_total 3이닝 언더/오버

5_innings_line 5이닝 핸디캡

 OddsAPI Pre-match Market List

프리매치 기본형

프리매치 고급형 - 야구

프리매치 일반형

프리매치 고급형 - 축구



5_innings_total 5이닝 언더/오버

7_innings_run_line 7이닝 핸디캡

7_innings_total 7이닝 언더/오버

배당마켓 마켓설명

game_total_odd_even 풀타임 스코어 홀/짝

home_total_odd_even 풀타임 홈팀 스코어 홀/짝

away_total_odd_even 풀타임 원정팀 스코어 홀/짝

highest_scoring_quarter 풀타임 최고 득점 쿼터

highest_scoring_half 풀타임 최고 득점 3-Way

home_totals 풀타임 홈팀 토탈 언더/오버

away_totals 풀타임 원정팀 토탈 언더/오버

double_result 전반/풀타임 더블 리졸트

1st_half_money_line 전반 승패

1st_half_spread 전반 핸디캡

1st_half_totals 전반 언더/오버

2nd_half_money_line 후반 승패

2nd_half_spread 후반 핸디캡

2nd_half_totals 후반 언더/오버

1st_quarter_total_odd_even 1쿼터 스코어 홀/짝

2nd_quarter_total_odd_even 2쿼터 스코어 홀/짝

2nd_quarter_spread 2쿼터 핸디캡

2nd_quarter_totals 2쿼터 언더/오버

3rd_quarter_spread 3쿼터 핸디캡

3rd_quarter_totals 3쿼터 언더/오버

4th_quarter_spread 4쿼터 핸디캡

4th_quarter_totals 4쿼터 언더/오버

배당마켓 마켓설명

match_handicap_(points) 매치 포인트 핸디캡

match_total_odd_even 매치 홀/짝

correct_set_score 매치 정확한 세트 스코어

team_total_points 매치 홈팀 포인트 언더/오버

team_total_points 매치 원정팀 포인트 언더/오버

double_result 1세트/종료 더블 리졸트

1st_set_total_odd_even 1세트 포인트 홀/짝

1st_set_correct_score 1세트 정확한 스코어

1st_set_to_go_to_extra_points 1세트 듀스 진행 여부

배당마켓 마켓설명

money_line 풀타임 승패

line_3_way 풀타임 핸디캡 3-Way

total_3_way 풀타임 언더/오버 3-Way

double_chance 풀타임 더블 찬스

correct_score 풀타임 정확한 스코어

highest_scoring_period 풀타임 최고 득점 피리어드

프리매치 고급형 - 농구

프리매치 고급형 - 배구

프리매치 고급형 - 하키



game_total_odd_even 풀타임 스코어 홀/짝

1st_period_money_line_2_way 1피리어드 승패

will_game_go_to_shootout 슛아웃 진행 여부

배당마켓 마켓설명

match_result_3_way 풀타임 승무패

1st_half_money_line 전반 승패

1st_half_point_spread 전반 핸디캡

1st_half_total 전반 언더/오버

2nd_quarter_point_spread 전반 언더/오버

2nd_quarter_total 2쿼터 언더/오버

3rd_quarter_point_spread 3쿼터 핸디캡

3rd_quarter_total 3쿼터 언더/오버

4th_quarter_point_spread 4쿼터 핸디캡

4th_quarter_total 4쿼터 언더/오버

배당마켓 마켓설명

to_win_match 매치 승패

to_win_match_with_handicap 매치 아시안 핸디캡

total_runs 매치 언더/오버

total_runs_home 매치 홈팀 언더/오버

total_runs_away 매치 원정팀 언더/오버

total_runs_odd/even 매치 스코어 홀/짝

first_5_innings_to_win_match 전반 승무패

first_5_innings_total_runs 전반 언더/오버

1st_inning_result 1이닝 승무패

to_win_1st_inning_with_handicap 1이닝 아시안 핸디캡

1st_inning_total_runs 1이닝 언더/오버

배당마켓 마켓설명

to_win_match 풀타임 승패

normal_time_result 풀타임 승무패

to_win_match_with_handicap 풀타임 아시안 핸디캡

total_points 풀타임 언더/오버

total_points_home 풀타임 홈팀 언더/오버

total_points_away 풀타임 원정팀 언더/오버

1st_half_result 전반 승무패

to_win_1st_half_with_handicap 전반 아시안 핸디캡

total_points_1st_half 전반 언더/오버

2nd_half_result 후반 승무패

to_win_2nd_half_with_handicap 후반 아시안 핸디캡

total_points_2nd_half 후반 언더/오버

1st_quarter_result 1쿼터 승무패

to_win_1st_quarter_with_handicap 1쿼터 아시안 핸디캡

total_points_1st_quarter 1쿼터 언더/오버

프리매치 고급형 - 미식축구

프리매치 고급형 추가마켓 - 야구

프리매치 고급형 추가마켓 - 농구



2nd_quarter_result 2쿼터 승무패

to_win_2nd_quarter_with_handicap 2쿼터 아시안 핸디캡

total_points_2nd_quarter 2쿼터 언더/오버

3rd_quarter_result 3쿼터 승무패

to_win_3rd_quarter_with_handicap 3쿼터 아시안 핸디캡

total_points_3rd_quarter 3쿼터 언더/오버

4th_quarter_result 4쿼터 승무패

to_win_4th_quarter_with_handicap 4쿼터 아시안 핸디캡

total_points_4th_quarter 4쿼터 언더/오버

배당마켓 마켓설명

to_win_match 매치 승패

to_win_match_with_handicap_by_sets 매치 세트 아시안 핸디캡

to_win_match_with_handicap_by_points 매치 포인트 아시안 핸디캡

total_sets 매치 세트 언더/오버

total_points 매치 포인트 언더/오버

1st_set_result 1세트 승패

1st_set_handicap_points 1세트 세트 아시안 핸디캡

total_1st_set_points 1세트 포인트 언더/오버

1st_set_point_odd_even 1세트 포인트 홀/짝

2nd_set_result 2세트 승패

2nd_set_handicap_points 2세트 세트 아시안 핸디캡

total_2nd_set_points 2세트 포인트 언더/오버

2nd_set_point_odd_even 2세트 포인트 홀/짝

3rd_set_result 3세트 승패

3rd_set_handicap_points 3세트 세트 아시안 핸디캡

total_3rd_set_points 3세트 포인트 언더/오버

3rd_set_point_odd_even 3세트 포인트 홀/짝

배당마켓 마켓설명

result 풀타임 승무패

match_winner 풀타임 승패

to_win_match_with_handicap 풀타임 핸디캡

total_goals 풀타임 언더/오버

total_goals_home 풀타임 홈팀 언더/오버

total_goals_away 풀타임 원정팀 언더/오버

1st_period_result 1피리어드 승무패

to_win_1st_period_with_handicap 1피리어드 핸디캡

total_goal_1st_period 1피리어드 언더/오버

2nd_period_result 2피리어드 승무패

to_win_2nd_period_with_handicap 2피리어드 핸디캡

total_goal_2nd_period 2피리어드 언더/오버

3rd_period_result 3피리어드 승무패

to_win_3rd_period_with_handicap 3피리어드 핸디캡

total_goal_3rd_period 3피리어드 언더/오버

프리매치 고급형 추가마켓 - 하키

프리매치 고급형 추가마켓 - 배구



배당마켓 마켓설명

to_win_match 매치 승패

handicap_2_way_game 매치 게임 핸디캡

alternative_handicap_2_way_games 매치 게임 핸디캡 추가기준점

total_games_2_way 매치 게임 언더/오버

alternative_total_games_2_way 매치 게임 언더/오버 추가기준점

set_betting 매치 정확한 세트 결과

numver_of_sets_2_way 매치 세트 언더/오버

match_result_and_total_games 매치 승패 언더/오버 더블 리졸트

first_set_winner 1세트 승패

1st_set_total_games 1세트 게임 언더/오버

1st_set_game_score 1세트 정확한 게임 결과

tie_break_in_match 타이브레이크 진행 여부

배당마켓 마켓설명

draw_no_bet 풀타임 승패

match_handicap 풀타임 아시안 핸디캡

total 풀타임 언더/오버

money_line_3_way 풀타임 승무패

handicap_3_way 풀타임 핸디캡 3-Way

1st_half_draw_no_bet 전반전 승패

1st_half_handicap 전반전 아시안 핸디캡

1st_half_totals 전반전 언더/오버

1st_half_result 전반전 승무패

1st_half_handicap_3_way 전반전 핸디캡 3=Way

배당마켓 마켓설명

match_winner_2_way 매치 승패

match_handicap 매치 핸디캡

total_maps_over_under 매치 언더/오버

map_1_winner_2_way 1맵 승패

map_2_winner_2_way 2맵 승패

프리매치 고급형 Bet365 마켓 추가종목 - 테니스

프리매치 고급형 Bet365 마켓 추가종목 - 핸드볼

프리매치 고급형 Bet365 마켓 추가종목 - 이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