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잭게임에 대한 이해와 블랙잭게임의 역사적 배경

카지노 의 많은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게임을 선호한다.
그리고 여러종류의 테이블게임 중에 “블랙잭(일명 21-게임)”을 가장 좋아한다.
카지노게임하면 블랙잭을 연상할 만큼 카지노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메인게임으로 전세계 카지노게임 테이블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여타 다른 테이블게임은 게임별로 지역적, 환경적 또는 전통적 민족기질 등의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세계적으로 선호도를 달리하고 있다.
실례로 유럽인은 “룰렛(roulette)”게임을, 미국인은 “크랩스(Craps)” 게임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인은 “바카라사이트 (Baccarat)”게임을 선호하는 등
대륙별로 선호분포도를 달리하고 있지만,
블랙잭 게임만은 세계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게임으로, 여타 게임의 추종을 불허하는
메인게임이라 할 수 있겠다.

블랙잭 게임은 게임으로 발전되기 이전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참전병사들 사이에서
‘포커(Poker)’보다 더 대중화되어졌던 가장 잘 알려진 카드놀이로서
오늘날의 블랙잭게임(21-게임)의 원초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고찰하여보면 일찍이 블랙잭 원리에 관한 토론 및 연구가
포커, 진 러미와 더불어 수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이를 전통적 연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Vingt-et-un’ 또는 ‘Trente-et-quarante’와 상통하는 관계라고 주장하였고,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의 게임인 ‘One & Thirty’를 적용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그들의 바카라와 ‘Seven & a half’게임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무튼 이들 게임의 구조는 블랙잭 게임 구조 형식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블랙잭의 ‘21’, 바카라의 ‘9’, Seven & a half의 ‘7과 ½’ 등의 3가지 게임의
기본구조는 동일하다.
‘Seven & a half’는 40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8, 9, 10은 슈트(Suit)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림카드(picture)는 수치의 반값으로 카운트된다.
그 밖에 다른 나머지 카드는 표시된 숫자대로 카운트하며,
다이아몬드의 ‘킹(King)’은 와일드 카드로 어떤 숫자로 사용할 수 있다.
게임자가 7과 1/2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데 주어진 카드의 합이 ‘8’이거나
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블랙잭에서 ‘21’이 넘었을 때와 똑같이 버스트(Bust)가 된다.
이는 다른 어떤 게임보다도 블랙잭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 ‘Seven & a half’ 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카지노 스타일의 블랙잭 게임으로 대중화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블랙잭의 기본원칙은 총합 ‘21’에 도달하기 위해 숫자 카드를 더해가는
간단한 게임으로 이것과 유사한 게임들이 존재해 왔다.
영국에서는 유명한 귀족인 왕조, 후작 등이 왕궁에서 게임을 즐겼으며
이는 ‘15’점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게임 중에 딜러가 그들의 표정을 피하기 위해
종종 가면을 착용하고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고 한다.
일찍이 알려진 스페인 게임 중의 하나인 1과 30(One & Thirty)의 참고자료는
1570년 출간된 “The Comical History of Rinconete and Cortadillo”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1875년 카드놀이에 관한 문헌에는 블랙잭이 “Vinet-un”으로,
30년 후에는 “Vient-en-un”으로 불렸고,
호주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은 이를 “판툰(Pantoon)” 으로 불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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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였다.
블랙잭 게임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보면 1915년까지는 오늘날의 블랙잭 게임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1915년 이후에 오늘날의 카드게임인 블랙잭 게임으로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블랙잭 딜러의 근무수칙

● 반드시 지정된 유니폼을 단정히 입어야 하며, 여직원은 커피색 스타킹을 신어야
하며,
남자직원은 검정색 양말을 신어야 한다.

● 모든 Calling은 간부가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하여야 한다.
● 게임테이블에서의 모든 Calling은 영어나 일어를 사용하며
필요 이상의 한국어 사용을 금한다.

● 블랙잭 테이블에서의 Take와 Pay는 반드시 One by One으로 처리한다.
● 카드의 교체는 간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 Watcher는 딜러의 Mistake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Mistake 발생 시에는 딜러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 교대 시는 항상 손바닥을 보이고 가볍게 털어야 한다.
● 근무자 이탈, 테이블 교대, 근무교대 등 근무시간 등의 모든 행위는
담당 간부의 지시에 따른다

● 모든 Mistake는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간부에게 보고하고 간부가 처리하길
기다려야 한다.

● 회사의 모든 비품을 절약하고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모든 Hand의 Win, Lose는 카드의 합과 함께 간부에게 들리도록 Calling해야 한다.
● 수표와 Traveler's Check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간부에게 보고하고 처리한다.
● Table에서 칩 장난은 절대 금한다.
● 모든 직원은 근무 중 일어난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한다.
● 게임 시작 전에는 반드시 Minimum과 Maximum Bet는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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