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룰렛게임의 이해를 위한 룰렛게임의 역사와 게임방식

룰렛(Roulette)게임은 카지노사이트 게임 중 전통과 신비에 둘러싸여진 가장 오래된
게임이며

크랩스(Craps)나 블랙잭(Blackjack)게임보다 승률이 높아 본고장인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진 게임이다.
요란스럽고 활기있는 크랩스게임을 게임의 왕(King)에 비유한다면
룰렛게임은 조용하고 품위가 있어 게임의 여왕(Queen)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oulette”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의 “Roue(wheel:바퀴)”와
이탈리아어 “Ette(Small)”의 합성어로 그 뜻은 수레바퀴의 종류,
스몰 휠 롤러(small wheel roller)등 돌아가는 작은 바퀴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 군인들은 전쟁용 방패(battle shield)를 창 끝에 올려 놓고 돌려
게임을 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방패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고 방패가 멈출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판돈을 올려 놓는 게임이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전쟁터에서 마차의 바퀴를 돌려
칼을 던져 맞추는 게임을 즐겼고, 미국의 인디언들은 회전하는 바늘이나 시침을 사용하여
게임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바카라사이트 에서 딜러는 뜻하는 프랑스어 “Croupier”라는 단어는 승마조련사란 뜻으로
기수가 되고자 하는 자를 훈련시키듯이 전문 카드플레이어(Card player)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교육시켰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룰렛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은, 프랑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도사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마차 바퀴놀이를 변형시켜 만들었다는 설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도미니쿠스 수도회 수사들이 프랑스로 전파했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설을 룰렛에서 1에서 36까지의 숫자를 전부 합하면 666이 되며,
이는 수도원에서 지옥이나 악령을 뜻하는 수가 되는 것을 보면
수도원과 전혀 무관할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17세기 계산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인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Pascal)이
“영구운동(perpetual motion)을 발견하여 그 원리로 축소형 바퀴모양을 만들어
실험을 시도하여 “룰렛(Roulette)”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갬블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처음 기록은 휠을 돌리고 볼을 던져서 넘버(Number) 속에
들어가게 하는 “Hoca”라는 게임으로, 이 호카(Hoca)는 17~18세기경에
유럽의 궁전에서 성행했던 게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룰렛게임의 원조로 불리는 호카 휠(Hoca Wheel)은 둥근 원형으로 눕혀져 있고,
바깥쪽 끝부분 주위의 포켓(Pocket)에 40개의 번호(number)가 있고
또 휠 안에는 3개의 0(제로)이 있어 하우스(House)에 높은 이익을 주었다고 한다.
Hoca는 프랑스에서 루이(Louis) 16세 때 주정부 관리인 마자린(C. Mazarin)에 의하여
대규모로 후원되어졌는데, 그는 프랑스에서 많은 카지노를 개장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왕실 국고수입을 올렸다.

룰렛을 언급한 문헌으로는 1684년 프랑스 퀘벡에서 Dice, Hoca, Faro 등과 같은
게임규칙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1700년에는 파리의 살롱(Salon)들, 1730년에는 영국의 휴양지 Bath,
1765년 벨기에의 Spa Town, 그리고 후에 독일의 유명한 갬블링 영업장인
Baden-Baden, Wiesbaden 등에서 룰렛게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갬블링을 종식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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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에는 독일의 첫번째 카지노 Spas가 Francois Blanc에 의해
함부르크 시에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유럽 다른 곳에서의 double zero wheel에 대한 경쟁으로
single zero 형태의 룰렛 휠을 처음 소개하였다.

이전까지의 대부분 룰렛 휠은 두 개의 섹션(section)에 각각 제로(zero)가 마크되어 있다.
하나는 red pocket zero였고, 다른 하나는 black pocket zero였다.
만약 black zero가 위닝 넘버(winning number)라면 모든 넘버가 루즈(lose)가 된다.
그리고 블랙 컬러(black color)의 벳(bet)은 윈(win)이 되고,
레드 컬러(red color)는 루즈(lose)가 된다.
후에 독일 주정부가 연합하여 갬블링을 폐지하였을 떄 블랭(Blanc)은
1863년 몬테카를로에서 카지노 영업권을 획득하였고,
이후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50년 동안 블랭의 가족들은 유럽의 엘리트 겜블링
사교단체로 남아 국제적인 빗살무의 홀(watering hole)이 있는
오늘날의 싱글제로(single zero) 룰렛 휠을 고안하여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보급하게 되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여러가지 게임의 변화가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이븐-아드(even-odd)”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E”와 “O”의 경계로
마크(mark)되어진 40개의 포켓이 있는 휠로 플레이어(player) 되어졌고,
몇 개의 포켓은 하우스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만든 형태였다고 한다.
플레이어는 “E”와 “O” 포켓 양쪽 어느 쪽에 볼(ball)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예측하여
베팅(betting)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게임이 있었다.
오늘날 아직도 유럽에서 성행되는 게임으로 이 게임은 “Boule”이라고 부르며,
보울 휠(boule wheel)에는 제로(zero)가 없고 1번부터 9번의 숫자가 두 번 반복으로
18개의 포켓이 있다.
5번 숫자는 하우스 넘버이고, 베팅금액의 1/9 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어떤 넘버도 베팅할 수 잇으나 지급조건은 7:1이다.

1860년대 미국에서의 룰렛 휠은 미시시피에서 시작하여 뉴올리언스의 게이밍 살롱까지
대륙의 서쪽으로 확장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초기의 아메리칸 휠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칸 휠은 28개의 넘버와 이글(eagle), 싱글(single), 더블(double)제로가
하우스를 위해 있어 토탈 31개의 포켓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타입의 모든 룰렛 게임은 볼이 떨어질 곳으 포켓에 넘버가 새겨져 있는
원주(circle)에 실린더세트(cylinder set)가 있는 보울(bowl)을 사용하는 게임이다.
룰렛의 넘버 배열을 살펴보면 더블 제로 휠(double zero wheel)의 숫자 배열과
싱글 제로 휠(single zero wheel)의 숫자배열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휠 주위에 연속으로 나오는 숫자배열은 세계를 통하여 어느 휠이라고
각 타입 내에서는 똑같다.
이 뜻은 미국의 더블 제로 휠은 바하마의 더블 제로 휠과 같고, 프랑스의 싱글 제로 휠은
남아공의 싱글 제로 휠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의 휠과는 달라서 더블 제로 휠은 0과 00의 포켓이 있고,
게임 컬러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더블 제로 휠은 0과 00포켓이 서로 다른 반대편 위치에 배열되어 있으며,
00의 다음 숫자의 자리는 1번 숫자이고, 0의 다음숫자 자리는 2번으로 시작된다.
연속되는 번호로 서로 다른 반대편에 배열되었으며,



그 숫자 모두 홀수 및 짝수에 의한 컬러로 나뉘어져 있다.
일찍이 룰렛게임은 유럽의 “Hoca” 게임의 2 혹은 3개의 제로 혹은 하우스 너버로
유래되었다.
미국에서 처음 룰렛게임 등장하였을 때에는 1~28숫자에 2개의 제로와
이글 심벌(eagle symbol)로 하우스에 3개의 위닝 섹션을 주었다.
결국에 유럽버전의 휠은 0섹션으로 가고 있고 미국식 버전은 0과 00섹션
둘 다 하우스를 위해 남아 있다.

미국 이외의 나라 대부분의 카지노는 제로 섹션 휠을 사용한다.
미국의 카지노는 0과 00(더블 제로 휠) 섹션 휠을 제공하는 한편,
어떤 카지노에서는 하이롤러 피트(Highroller pit)로 알려진 지역에서만
높은 미니멈 벳 고객에게 싱글 제로 섹션 휠을 제공하고 있다.
룰렛게임에서 싱글넘버 벳(straight bet)을 하였을 때 싱글 제로 섹션 휠의
카지노 사이트 어드밴티지는 2.7%이며, 싱글제로와 더블제로 섹션을 모두 가진 휠의
하우스

어드밴티지는 5.26%이다.
이븐 머니 벳으로 “앙프리종(en prison)” 또는 “라빠따즈(Lapatage)”룰을 적용하였을 때
싱글 제로 휠에서의 어드밴티지는 드롭(drops)의 1.35%이며,
더블제로 휠은 2.63%이다.

출처:바카라사이트 검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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