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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복권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준희 (044-215-7830)

발행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조용감 (bravejo70@korea.kr)

1019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다수발생(50명)한 것은 

구매자 선호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입니다.

□ 온라인(로또) 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5~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와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없음

 ㅇ 45개 숫자 중 6개의 번호조합이 선택될 확률은 814만분의 1로 일정하며, 

한 회차당 판매량(1억장 이상) 감안시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자는 12명 내외*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 1억장 × 1/814만 = 12.3

□ 하지만, 현실에서는 814만개의 번호조합 중 구매자 선호번호․기존 회차 

당첨번호․구매용지 번호배열 패턴(가로 ․세로 ․대각선) 등을 구매자가 집중 

구매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가능성*도 있음

    * 1,018회차의 경우 당첨자 2명, 1,019회차는 당첨자 50명

 ㅇ 1,019회차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번호조합이 추첨되었을 경우 당첨자는 

16천명에 달하고, 선택되지 않은 번호조합이 추첨되었을 경우에는 

당첨자가 없어 다음 회차로 이월될 수 있었음

 ㅇ 참고로 이번 1,019회차의 경우 50명 이상 당첨자가 나오는 조합이 1만개 

이상, 1명만 당첨되는 번호조합은 1,149개, 2명만 당첨되는 번호조합은 

6,208개가 판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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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회차중 가장 많이 구매된 번호조합 상위 10위 내역 >

순위 구매 번호조합 구매건수 내역
1등 당첨시 당첨금
(총당첨금*/건수)

1 |01|13|17|27|34|43 15,964 역대 가장 많이 나온 번호 137만원

2 |04|11|18|25|32|39 12,831 용지배열 4번째 세로번호 171만원

3 |07|14|21|28|35|42 11,479 용지배열 7번째 세로번호 191만원

4 |01|02|03|04|05|06 11,232 연번(1번부터 6번까지) 195만원

5 |07|12|15|24|25|43 8,290 686회차 당첨번호 265만원

6 |07|13|19|25|31|37 7,630 용지배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287만원

7 |03|19|21|25|37|45 7,520 1018회차 당첨번호(직전 회차) 292만원

8 |05|12|19|26|33|40 7,290 용지배열 5번째 세로번호 301만원

9 |01|09|17|25|33|41 6,902 용지배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318만원

10 |03|10|17|24|31|38 6,736 용지배열 3번째 세로번호 326만원

* 1019회차 1등 총 당첨금 규모는 219억 28백만원

□ 1,019회차에서 당첨자가 많았던 것은 구매자가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이며,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추첨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제1019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 개요 >

  ￭ 1등 당첨번호 : 1, 4, 13, 17, 34, 39 (수동 42명, 자동 6명, 반자동 2명)

  ￭ 1등 당첨자수 및 당첨금 : 50명(역대 최다), 4억 3천 856만원

  ￭ 1등 당첨 배출 판매점 : 일선 판매점 44개소, 인터넷 판매분 6건

    * 역대 최고당첨금 : 19회  (2003.4.12.)  / 407억원     / 당첨자 1명
    * 역대 최저당첨금 : 546회 (2013.5.18.)  / 4억 954만원 / 당첨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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