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카지노사이트 테이블게임의 종류와 게임 방법

1) Big and Small

다이사이(Tai Sai) 혹은 식보(Sic-Bo)라고도 불리는 게임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게임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Shaker(주사위를 넣어서 흔드는 용기) 또는 전기로 진동을 시키는
Shaker에 3개의 주사위를 넣고 흔들어서 나오는 수의 합으로 승부를 가리는 게임으로
테이블에 전원장치가 되어 있어 맞은 장소에 불이 들어오고
테이블에 Pay하는 배수가 적혀 있어 카지노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게임이고
베팅의 승패를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다이사이는 테이블 게임 중 가장 큰 배당(1:150)을 받을 수가 있는 게임으로
인기가 있으며, 고객들도 게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초보자들이 선호하는 게임을
이해하면 된다.

2) 크랩스(Craps)

입에 게거품이 나오도록 떠들면서 즐기는 게임으로 다이스(Dice)라고도 불리며
미국인들이 특히 열광하는 게임이다.
80년대 초까지 미국 군인들이 많았을 때에는 각 카지노가 한 테이블씩 가지고 있었으나,
주둔 미군 수가 줄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다른 게임과 달리 딜러가 Shuffle을 하거나 Ball Spin을 하는 등
딜러가 하는 게임이지만 Craps 게임은 플레이어가 5개인 주사위 중 2개를 골라
직접 던지면서 즐기는 게임이기 떄문에 고객과 딜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7, 11을 외치며 Pass Line에 칩을 걸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임이다.
두 개의 주사위의 합에 의하여 승부가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철저한 확률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미국에서 들어온 세븐 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을 창설한 사람도 크랩스 게임에서
7, 11을 외치다 업체명이 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임으로 저자도 서인도제도 카지노와 마카오 여행 시
크랩스 게임을 오랜만에 해본 적이 있다.

3) 빅휠(Big Wheel)

Big Six, Wheel of Fortune, Money Wheel이라고도 불리는 게임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의 카지노에 있는 게임으로 딜러가 회전시키는 큰 수레바퀴 힐에
회전하는 속도가 떨어져 가죽 띠에 걸려 멈추는 곳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고객의 행운을 실험할 수 있으며 고액 배당이 가능하고 국내 카지노는 물론 미국의
거의 모든 카지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게임이다.

4) 포커(Poker)

(1) 포커에 대한 개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북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고,
각 고객에게 5장의 카드가 돌려져 2장 이상의 같은 수, 5장의 연속 수 혹은 같은 무늬 5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임으로 포커게임의 종류도
100여 가지 정도로 전 세계가 즐기는 게임이며, 카지노에서는 Five Poker와 Stud Pok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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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Stud Poker테이블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카지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세븐럭카지노와 파라다이스그룹 카지노, 강원랜드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하려면 먼저 Ante에 베팅을 하고 카드를 받은 후
승부에 자신이 있으면 Bet에 베팅을 하여 승부를 하는 게임이다.

(2) 포커에 대한 역사
포커의 역사는 16세기 유럽에서 행한 프리메라(스페인) 또는 프레메로(영국)라 불렸던
3장의 카드로 페어 혹은 트리플, 같은 무늬로 이루어지는 플럭스(현재의 플러시) 등의
서열이 있었던 게임으로 18세기경 영국의 Brag, 독일의 Pochen, 프랑스 Poque 등
5장의 카드에 형편없는 패도 좋은 패를 가진 것처럼 허풍을 치며 베팅하는
포헨이란 말이 ‘허풍치다’란 뜻으로 충분히 알 수 잇는 게임이다.
포커는 18세기 프랑스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로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전해졌으며
포커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Poque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바카라사이트 검증 솔루션

https://projectfluen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