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운영중인 카지노게임의 종류와 세계의 카지노산업 현황

출처:

카지노사이트게이밍 플랫폼
바카라사이트검증 안내
소셜 게이밍카지노 사이트카지노컴퍼니
바카라 사이트게이밍 솔루션

카지노 게임 중에는 역사가 짧아서 몇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종
게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게임은 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 카지노 업체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게임은 주로 8~10여
종이다.

또 국내 카지노 게임 중에는 매달 게임사용 로열티(Royalty)를
지불하는 것도 있다.

이 게임은 'KTCS(Korea Technology Casino System)'에서 한국
카지노 기술시스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Caribbean Stud
Poker)와
카지노 워(Casino War), 쓰리카드 포커(Three Card Poker)와
같은 게임의 경우,

게임 테이블 1대당 US$995를 게임 사용 로열티로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 업계에 신고 등록된 게임은 총 20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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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업체 게임시설별로는 테이블게임 바카라 366대, 블랙잭
156대,

룰렛 65대로 이 세 종류가 국내 카지노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시설이며,

그 밖에 포카 34대, 다이사이 21대, 빅휠 11대, 카지노워 6대,
마작 1대로
총 666대가 설치돼 있다.
머신게임은 국내에서 어떤 슬롯머신과 비디오게임 두 종류로
분류돼 있다.

슬롯머신과 비디오게임은 한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가장 많은 330대와
630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슬롯머신이 총 44대와
비디오게임이 총 356대로

아울러 슬롯머신은 770대, 비디오 게임은 986대다.

세계 카지노 산업

세계 카지노 시설 현황은 2005년 기준 120여 개국에 3342개소가
있으며,

조사를 진행해보니 북미 2개국에 1,568개소(47.3%), 유럽
34개국 1,099개소(33.1%),

중남미 지역 12개국 356곳(10.7%), 아프리카 33개국 143곳(9%),

아시아 18개국에 150곳(3.8%), 오세아니아 7개국
26곳(0.8%)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세계 카지노는 107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3,617개의 카지노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카지노
업체까지

모두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05년보다 국가의 수가 줄었지만
카지노 업체 수는 더 늘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2000년 초에는 약 2,000개의 카지노 업체로
조사되었는데,
지금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많은 나라 중에서도 특히 서구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관광수입이 세계 10위권이면서 세계 10대 카지노 보유국이기도
하다.

관광수입이 많은 나라에 카지노도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관광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카지노 보유국은 단연 미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카지노의 절반 가까운 수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미국은 가장 많은 카지노 보유국이면서도 도시 내 카지노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장 많은 곳은 한 도시에 122개의 카지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역시 카지노 왕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 10대 카지노 집중도시에 대해 조사했을 때 집중도시 10곳
중 5곳이 미국이다.

세계 최대의 카지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월드 카지노 디렉토리(World Casino Directory)에서 발표한
우수하고 훌륭한 세계 20대 카지노 소개를 보면,
이전에는 미국 카지노가 우수 호텔 및 카지노 업체 선발 모델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마카오(Macao) 내 카지노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
규모나 시설면에서도 마카오 카지노가 결코 라스베이거스(Las
Vegas) 카지노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규모 카지노 업체에서 마카오에 대형 호텔 및
리조트 형식의
호텔 건설과 함께 카지노를 접목하여 초호화 카지노 호텔을
지속적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요즘 현실을 'ㅂ'때 마카오 카지노가 수적으로는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