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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지노는 도박, 음악, 쇼 등 여러 분야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 의미의 단어인 ‘카자(Casa)’에서 나왔다. 

카지노(Casino)의 사전적 의미로는 ‘춤, 음악 따위의 오락 시설을 갖춘 공인 도박장. 룰렛이나 카드놀이 따위를 한
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카지노는 유럽 귀족들의 사교 목적으로 17 ~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가, 1930년대 미국
에서 본격적인 카지노 산업의 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런 카지노 사업의 흥행은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지방 정부 
및 국가의 세입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수 관련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카지노 업무는 통상 고객관리, 딜러 
게임 관리, 안전, 출납 관리, 환전, 재환전 관리, 마케팅 관리, 콤프 관리, 알선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데, 

이 업무들은 그룹웨어, ERP 및 고객관리(CRM)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여기
에 숙박, 관광을 포함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카지노 업무와 부수적인 엔터테인먼
트 서비스를 지원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구현한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제시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카지노, 카지노 정보시스템, IOT 정보시스템, 카지노 IOT, 카지노 IOT 정보시스템.

Abstract  As a lexical meaning, casino is defined as “a certified gambling house, equipped with recreational 
facilities such as dance and music, etc., where people play roulette or cards.” Casinos started from 17th to 
18th century for European nobility and their social meetings and established a casino industry framework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30s. The success of the casino business leads to the increase of sales; it became very 
helpful for th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revenues and also for the related incidental tasks. Casino 
operations include a variety of fields, such as general customer management, dealer game management, security, 
account management, currency exchange, re-exchange management, marketing management, comp management 
and placement management, etc. These operations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by information 
systems such as a groupware, ERP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etc.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comprehensive entertainment service, including accommodation and touris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formation system which supports casino business and collateral entertainment service, 
collects the data generated throughout the business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s of 
management. Thus, this study will propose a casino information system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se details.

Key Words : Casino, Casino information system, IOT Information System, Casino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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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카지노 산업은 단순히 게임이 아닌 리조트·테마 크·

컨벤션을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3년 5월 샌즈 마카오를 시작으로 세계 부분의 

카지노는 사업의 형태를 크게 VIP형, 고 형, 형으

로 나 어 운 하고 있다[1].

국내 카지노 산업은 기 단순한 기능의 카지노 산업 

형태로 존재하 으나,   카지노, 호텔, 골 장, 테마

크 등의 각종 유원지 시설을 복합 으로 만들어 본격

인 종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 산업으로 발 하 다

[1,2]. 

지난 20년간 카지노 산업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형태

로 발 하게 된 것은 도박과 각종 락 시설을 동시에 즐

기려는 고객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Fig. 2] 

국내 카지노 방문 외국인 고객 황과 같이 재 많은 외

국인 객 방문  증가는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 증

와 외화 유치에 기여하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의 지속  

발 을 한 서비스 질 향상은 요한 이슈가 되고, 이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즉각 이고 능동 으로 처

하기 해서 기  데이터를 입력, 가공, 분석하여 의미 있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3].

우리나라의 카지노 정보시스템은 국외 카지노정보시

스템에 비해 규모나 시스템·서비스·정보 품질 측면에서 

상 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 수 이나 

내용을 악하기 한 련 연구가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 Casino Gaming Tables

를 들어, 최근까지 진행된 카지노정보시스템 련 

연구들은 정보시스템의 행동학  특성 연구로 호텔정보

시스템 주의 연구[4,5,6,7,8],  카지노 산업의 생산유

발효과, 기술 인 설계  구 과 련 연구[9,10], 는 

한국 카지노 산업의 동향  시장 황과 정책에만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1,11,12]. 

한편, 카지노는 자 세탁이나 탈세의 우려가 높은 산

업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부분 으로 리, 감독하는 산

업으로, 카지노 정보시스템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한 구체 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 171조, 제주특별자치

도  진흥 조례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

치도 카지노 산시설 기 에 고시되어 있다[15,16].

본 연구는 [Fig. 3] 카지노정보시스템 체 구성도와 

같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변화되는 환경에 

따른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정의와, 카지노 산시설 기  

 국내 자 세탁 방지법에 최 화된 카지노 정보시스템 

 게임머신, 게임테이블, 샤, 바 등 IOT 통합 시스템

에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Fig. 2] Domestic Casino Supplier Status
         (2013.5.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andar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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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sino Info System-Wid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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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구현

2.1 카지노 정보시스템

카지노정보시스템(Casino Information System)은 크

게 고객 리와 카지노 업 리로 구분된다. 고객 리

에는 고객 회원 카드 발   리, 고객 조회, 입장객 게

임 참여 황, 일일 입장객 조회, 국가별 입장객 조회, 월

별 입장객 조회, 국가별 요일 입장객 조회, 년도별 국 별 

입장객 황, 고객 마 , 고액 거래보고제도 리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의심거래보고

제도 리(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등 의 

기능이 있으며, 카지노 업 리는 칩스 리, 게임 테이

블 리, 드롭액 리, 지불  리, 일·월·년 매출액 

리, 크 딧 리, 환  리, 콤  리, 알선 리, 슬롯머

신 리 등이 있다. 

[Fig. 4] Casino Information System Structure

2.1.1 카지노 정보시스템 알선

알선은 [Fig. 5] 카지노 정보시스템 알선과 같이 여행

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객들을 한국의 

담당 여행사에서 단체로 특정 카지노를 방문 는 고객

에게 소개 하는 것에 한 수수료를 지 하는 것으로, 각 

객의 입장 일자, 알선업자코드, 국가별인원, 알선 수

수료 발생내역 조회, 출력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15].

  기존 시스템에 있어서는 세  신고 없이 단순 비용처

리로 불투명하게 처리되거나, 카지노 정보시스템과 별도

로 Excel 문서나 MIS 시스템에서 리하 다. 본 시스템 

구 에서는 이를 정보시스템에 고객 정보와 통합하여 

리하도록 구 하 다. 이는 객 정보를 유입 경로, 여

행사 별로 별도 리할 수 있는 기 가 되며, 알선업무를 

자체가 보다 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시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알선 그룹 별로 비용 비 효과를 정보 시

스템 별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

도 주요한 효과이다.

[Fig. 5] Casino Information System Conciliation

2.1.2 카지노 정보시스템 정보

정보는 [Fig. 6] 카지노 정보시스템 정보와 같이 카지

노에 입장하는 모든 고객들과 그 고객들이 활동한 내용

이 모두 장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구체 으로 고

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CDD(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와 EDD(강화된 고객확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 고액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 보고해

주는 CTR, 고액 거래는 아니지만 자 을 세탁하는 

등의 거래로 의심되는 내용을 처리, 보고해주는 STR, 블

랙리스트, 업 일보, 월보 조회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15].

[Fig. 6] Casino Information System Report

이 정보시스템은 고 인 카지노 고객 리 기법을 

시스템화한 것이다. 본 시스템에 있어서는 고 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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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고객 리 시스템에 경고  기능을 추가하여 험

거래를 사  악하도록 고도화하 다. 험 거래의 기

은 외거래 발생에 따른 정량  경고와 카지노 운  

경험에 따른 정성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를 들어 환

 후 기  비율 는 기  액 이하만을 사용하는 거래

에 하여 경고하여 응하게 하는 정량  경고를 구

하 다. 정성 으로 일정 액 이상의 고액 거래 발생 시

에는 카지노 운  담당자에게 주의 감독용 경고를 알려 

정성  경고를 구 하고 있다.

2.1.3 카지노정보시스템 슬롯머신

슬롯머신은 [Fig. 7] 카지노 정보시스템 슬롯머신과 

같이 게임머신의 IOT 활동을 리하는 기능이다.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IOT 네트워크는 게임 기구를 단말로 생성

되는데, 슬롯머신 네트워크의 경우 매장에 설치된 슬롯

머신을 인트라넷으로 연결한 슬롯머신 IOT를 이용하여 

게임 활동과 련하여 생산된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슬롯머신은 이 데이터를 기반

으로, 24시간 보안 리를 하며, 각 기기의 데이터를 조

회, 장,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게임  발생하는 모든 상

황에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13,15].

슬롯머신을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슬롯머신의 오

동작  유지보수는 물론, 슬롯머신의 치, 사용량 등 사

물 - 활동에 한 정확한 통계를 별도 수작업 없이 통합 

하고 운 할 수 있다.

[Fig. 7] Casino Information System Slot Machine

2.1.4 카지노정보시스템 통계

통계는 [Fig. 8,9] 카지노 정보시스템 통계와 같이 카

지노를 이용한 내용들의 각 기간별 보고서를 출력하는 

메뉴로 구체 인 구성은 년, 월별 매출액 황과 감사 자

료에 한 리포트 기능으로 구성 된다[15].

[Fig. 8] Casino Information System Statistics

[Fig. 9] Casino Information System Statistics

2.1.5 카지노정보시스템 테이블 게임, 인벤토리

[Fig. 10] 카지노 정보시스템 테이블 시스템과 같이 테

이블 게임  인벤토리는 IOT 기반의 테이블에서 게임 

인 게임자의 자산, 베 내역, 식음료 주문내역, 게임 시

간, 직원 근무자 상황을 매 순간별로 조회, 리 할 수 있

는 기능으로 일부 칩스뱅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15].

테이블의 네트워크는 슬롯머신 네트워크와 함께 카지

노 IOT의 주요 단말이다. 테이블 네트워크는 한편으로 

테이블 고객을 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테이블 리 직

원을 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재로서는 테이블 게

임 리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나, 테이블 고객 정보를 특

정 게임의 횟수, 시간 - 게임 활동의 성향 - 게임 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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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통합하여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카지노 정

보시스템 고도화의 기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Fig. 10] Casino Information System(Tables System)

2.1.6 카지노정보시스템 테이블 관리자 기능

리자 기능은 [Fig. 11] 카지노 정보시스템 리자 보

안기능과 같이 시스템 리자와 이용자 사용 메뉴별 권

한을 각각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

서 사용자는 부여된 기능  메뉴 범  내에서 정보시스

템을 사용하고 할당된 권한별 사용 는 제어 등, 완벽한 

시스템 리와 효율 인 시스템 활용이 카지노 정보시스

템의 목 이다[15].

[Fig. 11] Casino Information System Admin Security

2.1.7 카지노정보시스템 고객관리

고객 리는 [Fig. 12] 카지노 정보시스템 고객 리와 

같이 카지노에 입장, 퇴장하는 고객들을 개별 는 일

로 등록,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하며, 입장

된 고객의 데이터를 토 로 국가별, 년도별, 국 별 입장

한 고객까지 검색,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15].

[Fig. 12] Casino Information System Customer 
Manage

2.1.8 카지노정보시스템 칩스뱅크

칩스뱅크는 [Fig. 13] 카지노 정보시스템 침스뱅크와 

같이 카지노 칩의 이동, 등록  손의 상황을 모두 기

록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각 게임 테이블의 칩 이동 상

황까지 모두 기록,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15].

[Fig. 13] Casino Information System Chips Bank

2.1.9 카지노정보시스템 카운트룸 및 출납

카운트룸은 [Fig. 14] 카지노 정보시스템 카운트룸과 

같이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과 게임 칩과의 거래를 

모두 기록하는 기능으로 사실상 카운트룸의 데이터를 토

로 고액 거래, 의심거래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카

운트룸의 메뉴 구성은 각 테이블별 드롭액 등록, 조회, 삭

제  테이블별 일일 집계표 등이 있다.

출납은 이용자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모두 종료한 이

후 칩을 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기능

으로 각 고객별 매출액, 일·월·년별 매출액 조회 등의 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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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asino Information System Count Room

2.1.10 카지노정보시스템 크레딧

크 딧은 [Fig. 15] 카지노 정보시스템 크 딧과 같이 

이 없는 고객에게 크 딧을 생성하여 칩으로 환 해 

 후, 카지노 이용이 모두 끝나 칩을 정산하며 생성한 

크 딧을 회수하는 일종의 외상거래 시스템이다. 메뉴 

구성은 제공 내역, 상환내역 등록, 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는 많이 사용하 으나 크 딧 상환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처리율이 높아 카지노 운

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자 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13,15].

[Fig. 15] Casino Information System Credit

2.1.11 카지노정보시스템 환전과 콤프

카지노가 외국인 용이므로 이용하는 고객은 부 

외국인이다. 따라서 카지노에서 이용하고 남은 칩의 환

을 한화가 아닌 외화로 수령해가는 경우가 부분인데, 

이 때 칩을 외화로 바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닌, [Fig. 16] 

카지노 정보시스템 환 과 같이 칩을 한화로 교환해주고 

이 한화를 다시 각 외화로 환 해 주며 이때 발생하는 환

에 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환 이다. 구성은 

환 내용 등록, 조회, 삭제 등이 있다.

[Fig. 16] Casino Information System Exchange

콤 는 [Fig. 17] 카지노 정보시스템 콤 와 같이 일종

의 포인트 제도로,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나 상당 액을 

이용한 고객에게 주로 발행해 다. 카지노 이용자는 이 

콤 로 식음료 구매, 호텔 숙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

성은 콤  발생 등록  조회, 사용 등록  조회가 있다

[13,15].

[Fig. 17] Casino Information System Comp

이 게 카지노정보시스템은 업 리, 테이블 게임 

리, 슬롯머신게임 리, 고객 정보 리, 보안 감시 

리 등 여러 리 모듈을 통해 카지노 기업의 모든 업무 

기능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하는 정

보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고객과 직원에

게 제공·공유함으로써, 품격 있는 수 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스템이다[17]. 한 카지

노정보시스템은 효과 으로 카지노를 운 하기 해 

IOT 기반의 슬롯머신, 테이블 게임, 이지 리, 마

정보시스템, 문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 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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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3]. 그리고 카지노정보시스템은 리자와 이용자 

사용 메뉴별 권한을 각각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Fig. 18] 카지노 정보시스템 

로그인 보안과 같이 부여된 기능  메뉴 범  내에서 정

보시스템을 사용하고 할당된 권한별(ID 권한별) 사용 

는 제어 등, 완벽한 시스템 리와 효율 인 시스템 활용

이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목 이다[18].

[Fig. 18] Casino Information System Login Security

한편 카지노 업을 한 보조 장비로 게임카드, 

Chips Sorter, Chips 보 박스   게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실시간 종합 정보 표시 모니터 등이 각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  범죄를 방하기 해서 

칩과 카드에 RF모듈 등의 송수신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고객  직원의 안 을 하

여 보안 요원들을 선발  교육, 안  책 수립 등이 되

어 있어야 한다. 매출 집계 분석  고객 성향, 게임 통계 

등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단순 노동력에 의존한 

문서 는 이 문서에 의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각종 첨

단 장치가 필요하고 자동화를 한 정보시스템 도입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18].

해외 카지노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살펴보면, “트럼  

매리나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은 에 을 맞추는 방법으로 얼굴 이미지를 숫자코

드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과 비교하여 구분하는 

얼굴 인식 기능의 시스템으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변 일행들의 인 사항을 바로 확인하는 기능

까지 포함한다[13]. 

국내의 표  카지노 정보시스템은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의 정보시스템 IGS(IGT Gaming System)이다. 미

국 IGT(International Game Technology)사에서 개발한 

IGS는 포 인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이용

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고객지향 인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IGS의 구성요소는 단골고객 리와 슬롯

머신 리  보안, 테이블 게임, Cashier, 시스템 통제, 

안 리부로 구성되어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단골고객 리는 카지노 체의 고객의 인 정보를 통해 

마  캠페인, 활동,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리하

고 있다. 둘째, 슬롯머신과 리  보안은 마이크로컴퓨

터가 통계데이터 축   회계, 분석, 보고, 보안 리에 

해 통합 으로 리해 다. 셋째, 테이블 게임은 테이

블 게임에 해 분석, 보고, 수표, 랭킹, 액계산을 자

동 으로 처리해 다. 넷째, Cashier는 모든 매출액을 통

합 인 IGS에 장  처리를 한다. 다섯째, 안  리부

는 카지노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담합과 문도박꾼, 

폭력행동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3].

3. 구현 결과,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Windows OS 기반의 IBM PC  타블

렛과 Windows Server 기반으로 MFC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Fig. 19] 카지노 정보시스템 체 다이어그램과 같이 

카지노에 입장시 고객은 인폼을 거쳐 사용자 등록을 하

고, 샤에서 환 을 한 후 각 고객 취양에 맞추어 테이

블 는 슬롯머신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각종 음

료 주문, 추가 환  는 재환 , Fill 등 카지노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들을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든지 진행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한, 고객 입장시 여권 독을 통하여 조 여권인지, 

블랙리스트 인지, VIP 고객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고객 입장 이후 게임을 하여 칩으로 환 시 해당 수

표를 자동 스캔함과 동시에 분실, 도난 수표 인지, 조 

수표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많은 돈을 환  하 지

만 게임에 소극 으로 임하는 등, 자 세탁을 목 으로 

방문하는 고객을 실시간으로 감별, 계기 에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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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 하 다. 한 각종 여행사 는 

가이드에게 지 해야하는 수수료를 실시간으로 계산, 정

산하고, 지 하 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으로 구성 하 다.

[Fig. 19] Casino Information System Full Diagram

게다가 카지노 업무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직원 근태

리, 여 리, 각종 공지사항  결제 리 등 그룹웨어, 

ERP 시스템까지 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카지노에

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 다.

특히 본 연구의 IOT(Internet Of Things) - 네트워크

를 카지노의 주요 사물인 슬롯머신과 테이블로 확장하여, 

기존의 카드 린터, 카드 리더기, 수증 린터, 여권 

스캐 , 수표 독기 등 MIS 연  사물 인터넷과 통합하

다. 이를 통해 고객의 인  정보를 고객의 카지노 활동 

정보와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 다. 결국 슬롯머

신과 게임 테이블을 카지노에서 인간 활동의 센서로 활

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 활동을 통계 으로 분석, 

측할 수 있는 정보 자산으로 축 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세계 인 경쟁력  규모를 갖추고 있으

나 호텔정보시스템에 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

다. 하지만 카지노정보시스템을 IOT 기반 시스템의 특

성, 개인의 특성, 그리고 사회  향 등을 이론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여 학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  시사 은 국가가 규제하고 리 감

독하는 주된 항목인 CDD(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와 EDD(강화된 고객확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 고액 거래보고제도 리(CTR), 의심거래

보고제도 리(STR)등을 정보시스템에 도입하 다는 

에서 카지노 정보시스템만의 장 을 제공하 다. 

향후 연구방향은 싱가폴이나 타 국가와 같이 카지노 

산업을 국가가 리 감독한다면, 각 국가의 카지노 정보

시스템과 같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국가 

정보센터로 보내고, 락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구축에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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