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카라게임 이해를 위한 게임의 역사 및 바카라 딜러의 업무 수칙

바카라(Baccarat)의 역사는 고대 에트루리아(Etruscan)의 아홉 신들의
의식연구에 기초하여 도박사 Flex Falguire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전설에 의하면 B.C. 2600년경 로마에는 사원이 있었는데,
금발의 아홉 신들은 Ncen Dare성의 금발의 처녀를 이기기 위해 준비하였다.
만일 그녀가 8, 9를 던지면 여사제는 왕이 될 것이고,
6, 7을 던지면 여사제는 자격이 박탈되고,
5 이하를 던지면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바카라 는 이러한 숫자 게임에 의하여 고안되었으며,
유럽의 Baccarat en Banque, Chemin de Fer는 이탈리아의 바카라 게임의 원조이며
1483년부터 15년간 재위한 찰스 8세 때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적 부작용과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금지와 합법화를 반복하다가
나폴레옹 시대에는 완전히 금지되어 궁중에서만 명맹이 유지되다가
1907년 다시 합법화 되어 성생하여 Edward 7세 때에는 Shimmy란 게임으로
영국에 전래되었다.
1912년에는 미국에 전래되었으나 블랙잭의 위세에 눌려 빛을 보지 못했으며,
1940년대 플로리다와 카리브 연안에서 성행하였던 Chemin de Fer를
1950년대 Tommy Renzoni가 쿠바의 Georgeraft카지노에서 배워 Nevada에 소개하였고,
1958년 라스베이거스 Stardust 카지노에 Shimmy란 이름으로 등장하여,
오늘날의 Nevada style Baccarat가 정착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초에 보급되어 바카라사이트 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Baccarat en Banque, Chemin de Fer, Punto Banco, Baccara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Baccarat en Banque는 플레이어가 5이고 Banker가 6 이하이면
플레이어가 Third Card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룰을 제외하면
운영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룰 아래서 게임이 진행되며
세계 카지노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과 다른 게임과 비교하여 가장 단순함과
시스템 작성으로 얻어지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게임으로
인기가 가장 높은 게임 중에 하나로 정착하였다.

카지노 바카라 딜러의 업무 수칙

● 지정 된 유니폼을 착용하며 항상 청결히 해야 한다.
● 테이블에서 정위치를 지키고 테이블을 떠날 때에는 행선지와 목적을
담당 간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 테이블에서 간부가 허락하지 않은 연습게임은 절대 금한다.
● 근무 중에는 필요 이상의 우리말 사용 및 잡담을 금하며 가능한 한 외국어를
사용한다.

● Drop Call 후 현금이나 수표는 테이블에 펼쳐 금액을 간부에게 확인시키고
칩을 내준다.

● 수표 및 Traveler`s Check이 나오면 반드시 간부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 항상 Take First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Pay는 가까운 곳에서 먼 쪽으로

Scooper man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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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oper Man은 카드의 딜링에 최선을 다하고 승부가 결정된 후에는
Pay Man의 역할을 보조해 주기도 하고 항상 양측 Side의 Watcher
또한 열심히 해야 한다.

● Pay-off 딜러는 Commission Call을 간부가 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어야 하며,
Scooper의 딜링과 베팅 된 칩에 대한 Watcher를 해야 한다.

●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흡연을 할 수 있으며 음료수도 지정된 장소에서 마셔야 한다.
● 딜링이 끝난 후 교대 시에는 손바닥을 보이고 가볍게 털어야 한다.
● 근무교대 지시를 받은 직원은 즉시 테이블에 도착하여 간부의 지시에 따른다.
● 사내 기밀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 Scooper와 Pay Man은 항상 Minimum Bet 확인과 Player Side와

Banker Side의 Difference를 게임 시작 전에 체크해야 한다.

출처:카지노사이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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