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NK�ABOUT�THIS

영업이 안되는 회사의 99% 지분보다,
영업이 잘되는 회사의 1% 지분,

그 1%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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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이트 제작에 대한 정보 보고서

카지노 개발전문
SOLUTION 4U
https://www.s4u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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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ABOUT US SOLUTION 4U

.

SOLUTION 4U는 카지노 게임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 공급 및 사이트 제작,

카지노 스튜디오 영상송출 세팅까지, 전반적인 온/오프라인 카지노 사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카지노 제작 솔루션에 집중 투자와 개발을 하는,

SOLUTION 4U는 10년의 연혁에 걸맞는 공신력과 진정성 깊은 산출력을 자랑합니다.

IT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스타트업을 하였고, 그 기점부터 카지노 플렛폼과,

광범위한 게임 개발로 장기간의 연혁과 공신력을 갖춘 카지노 솔루션 개발 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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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OLUTION 4U는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파일은 카지노 사이트 제작과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보고서 입니다.

사이트 솔루션 제작 순서

솔루션 가격과 제작일정

카지노 알 [크레딧] 이란?

카지노 영상 게임회사 개별 구매 목록과 결제 정보

게임회사 [통합알 / 자동머니이동] 목록과 결제정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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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솔루션 제작 순서
온라인 / 오프라인 매장 사이트에 대한 정보 보고서

서버 개설

유져 페이지 디자인 산출작업 (무료)

사업장에 맞는 관리자 산출작업

증설된 서버에 디자인과 관리자 세팅

게임회사 선별 

선별된 게임회사 - 서버세팅 [API연동]

모든 세팅을 마감한 후 

1.

2.

3.

4.

5.

6.

7.

     게임 테스트와 관리자 정산 페이지 테스트

위 모든 작업은 약 7일에서 10일의 작업일정이 소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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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솔루션 제작 가격
사이트 제작은 산출물과 함께 순차별 결제가 진행 됩니다

1차 작업 : 서버세팅 : 서버에 디자인과 관리자를 세팅 합니다.

1차 결제 비용 - [세팅비 200만원] [서버비 50만원] [도메인1개 3만원-기본 5개]

2차 작업 : 1차 작업의 산출물을 검수하고, 게임을 구매하여 연동작업 시작.

2차 결제 비용 - [디자인 완료비용 약 200만원이지만 [현재 무료 제작 기간]

3차 작업 : 2차에서 완료된 게임연동에 대한 검수/테스트.

               정산 시스템 및 사업장에 의거한 시스템 테스트.

3차 결제 비용 - [관리비 START 150만원]

디자인가격제외[무료]

솔루션 결제 총액 - [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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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ING1-A
알이란, 온라인 게임머니. 즉 카지노 크레딧 입니다.

한국 서비스일시에 1알은 1원에 해당합니다.

그럼으로 3천만개 알  (30,000,000)은 한화 3천만원 상당의 크레딧 입니다.

카지노 스튜디오는 1:1 비율의 거래가 아닌 일정의 수수료만 받고 

알을 내려주게 됩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의 15%는 150만원 이듯,3천원의 15%는 450만원이 됩니

다.

그럼으로 3천만개 알  (30,000,000)의 15% 수수료를 적용하면 

450만원이 되는 것이며,선불로 450만원을 결제하시면 

3천만개 알  (30,000,000)이 API페이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알 시스템은 알이 늘어나기도 하며, 줄어들기도 합니다.위 부분과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텔레그램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희 SOLUTION 4U는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알(게임크레딧)은 기본적으로 취

급을 하고 있으나,이미 섭렵중인 알 업체나 가격이 더 저렴한 곳이 있으시다면,

해당 업체의 알을 구매해 오셔도 원활한 API연동이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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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알이란 ?



1. 게임사 / 스튜디오
게임사는 게임 알[크레딧]을 생성하고 게임 송출에 의거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카지노 시장의 최 상위 영업체 입니다.

2. 헤드 오피스
게임사 또는 게임 스튜디오에서는 사이트나 개인에게 직접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와 거래를 하여 사업형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 정품 카지노 게임은 해당 하는 국가의 헤드 오피스 에서만 API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3. 총본사
카지노 시장에서 첫번째 수요에 해당하는 총본사는,

헤드 오피서에서 결제한 게임 크레딧으로 하부 라인과 플레이어들에게 게임을 공급 하게 됩니다.

4. 부본사
게임 API가 밸런스 트랜스퍼 방식의 기술지원을 받으셨다면,

마스터 크레딧 운용이 가능한데, 마스터 크레딧은 총본사에서 하부

계열사를 갖고 크레딧을 판매 또는 플레이어에게 게임을 공급 하는 형태로서, 부본사는 해당하는 API 지원

을 받은 총본사의 하부 영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5. 총판 또는 매장
총본사와 부본사에서 갖는 하부 영업체로서 매장과 총판의 역활은

플레이어를 해당 게임 공급사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입니다.

6. 플레이어
카지노 시장의 가장 하부의 수요자로서 게임사와 공급사들의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즐기는 게임 유져 입니다.

게임사

헤드�호피스

총본사

부본사

총판 또는 매장

게임 플레이어 / 유져

게임 시장의 공급 형태
 



�

자세한 가격 내용은 상담원에게 연락을 주세요

게임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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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카지노 [MACRO GAMING]

마이크로는 sle of Man에 기반을 둔 Microgaming은 

온라인 도박 업계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중 하나입니다. 

1994 년에 설립 된 Microgaming은 최초의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의 창시

자로 널리 간주되어 업계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고히합니다. 광범위한

게임을 제공하는 Microgaming은 세계 최고의 카지노 알본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Microgaming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으며 세계

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ent: Baccarat, Bonus Baccarat, Roulette, Sicilian,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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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 게임즈 티비 [BETGAMES.TV]

Betgames.tv는 비즈니스 (B2B)를 베팅하기위한 인터랙티브 (LIVE),

간단하고 아드레날린이 가득한 게임 제품의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Betgames.tv는 2012 년 1 월 7 일에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인기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우크

라이나, 알바니아,카자흐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그리스,

키르기스스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있는 회사를 베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용이 되며 한국 시장 역시 가능 합니다.

Content: Baccarat, LUCKY, dice,wheel, pokor, war of b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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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카지노 [AG GAMING]

아시아 카지노 사이트 제작에 있어 Asia Gaming은 수효자에게 편리한 게

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아시아 게이밍 (Asia Gaming)은

모바일 게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앱을 선보였으며 데스크톱 온라인 라이브

게이밍 환경과 유사한 파노라마 HD 품질의 라이브 딜러 영상을 제공합니

다.

Asia Gaming의 앱은 터치 감각으로 최고의 비주얼 게임 경험을 제공하며

iOS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ent: Baccarat, Roulette, Sic Bo, Dragon Tiger  

Auto API Add S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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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벳 카지노 [ALLBET GAMING]

올벳 카지노는  업계에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이 브랜드는 차세대 실제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개발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가치와 헌신을 입증했습

니다.

First Cagayan Leisure & Resort Corporation (FCLRC)과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의 라이센스를받은

AllBet은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종류의 풍부한 라이브 카지노 제품

은 카지노 알본사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Content: Baccarat, Roulette, Sekisui, Dragon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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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텍 카지노 [PLAYTECH]

1999 년에 설립 된 플레이텍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이며 현재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맨 섬에 본사가있는 Playtech는 가장 확실한 라이브 게임 경험을 위해 HD

품질로 방송되는 라이브 카지노 게임을 제공합니다. 

Playtech의 라이브 딜러 플랫폼은 세계 유수의 유럽 및 아시아

사이트를위한최고의 선택입니다. 또한, Playtech은 끊임없이 인기있는마

블 테마 (Marvel-themed) 게임과 같은 새로운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여 플레이어의 흥미를 창출 합니다.

Content: Baccarat, Blackjack, Roulette, Stallion, S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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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샨. 태산 카지노 [TAISHAN GAMING]

정식 명칭 Taishan Casino(타이산),

중국 산둥성 중부 타이산 산맥 주봉의 타이틀을

내걸고 야심차게 런칭한 중국계 카지노의 대부.

급부상 하는 중국의 경제에 걸맞게 어떤 온라인 카지노보다 정확아혐 신속

한 처리 방식과 고급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므로서 기존 온라인 카지노와

차별을 두었습니다.

Content: Baccarat, Roulette, Sekisui, Dragon Tiger 
(현재 테이블 감출 운영 및 폐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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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가격과 옵션은 상담원에게 연락 주세요

통합 게임회사 구매/통합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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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알이란 말 그대로 일정 한도의 금액으로

모든 게임 회사를 통합으로 구매 할수 있는 결제 시스템 입니다.

통합알 [통합 게임 크레딧]

싱글 API란 서로 다른 게임 회사간, 유져의 보유 머니가 자동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예제로 에볼루션을 플레이하던 유져가 프라그메틱으로 게탕을

이동하게되면 유져의 보유 머니도 게임 회사간 제한 없이

자동으로 이동을 시켜 드리는 시스템 입니다.

싱글 API의 개념

개별 게임구매 - 소량의 게임 크레딧과 한정된 브랜드로 유져를 유입 시키려 하실때에 유리한 시스템 입니다.

통합 게임구매 - 다양한 게임 콘텐프가 필요하며, 개별로 구매하는 가격보다 절충된 결제를 원하실때에 

유리한 시스템 입니다.

더불어 게임회사간 유져의 머니가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 싱글 API가 구현이 되었는지 채크가 필요한 시스템 입니다.

개별로 구매하는 게임회사와 통합으로 구매 하는 게임회사의 차이점

통합알과 싱글API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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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 라이브 영상 통합게임
아래 모든 게임목록은 [정품게임] 싱글API로서
유져 보유머니가 게임사간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프라그메틱,시큐나인,부운고,플레이슨,레드레이크,플랭고,키론,1x2게이밍 

 오거스트,비비게임,블루프린트,엘크,에보플레이,게임피쉬,하바네로

아이언도그,모빌롯,리볼버,노리미트시티,원터치,푸쉬,퀵스핀,스플릿락

썬더킥,칼람바,스피노메날,벳소프트,탐혼,뉴클레우스,플라티푸스,비비테크

vir2al sports,할리우드tv,비게이밍,스핀매틱,리프,벳레이더,마이크로

제네시스,게임아트

영상게임 - 위 슬롯을 구매할시, 통합알로 사용이 가능하신 라이브 게임

통합 게임은 향후 계속 추가 됩니다.

Item 1 Item 2 Item 3 Item 4 Item 5

40 

30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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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루션을 포함한 통합게임 가격정보

에볼루션 카지노 + 프라그메틱 . 노보마틱 . 

블루프린트 . 아마틱 . 넷엔트 . 플레이텍 . 엔와이엑스 게임아

트 . 조인게임즈 .하바네로 시스템 . 제우스플레이 . 스피노메날

엑스프로게이밍. 벳게임즈티비. 레라케가 게이밍 . 플레티푸스

엔드로피나 . 플레이온. 부운고 . 벳소프트 . 퀵스핀 . 이엘케이

디엘비 . 이지티 외 다수의 슬롯게임회사.

오페라 슬롯 & 라이브 통합 패키지 안내.

슬롯 + 라이브(에볼루션 게이밍 포함)

에볼루션을 단일 로 사용하셔도 패키지로 통합 게임들을

함께 서비스 가능 하십니다.

모든 게임화사들은 원하시는 게임회사만 적용 가능하십니다. 

3천만개~5억알 11%

5억알 이상은 %협의 필요

에볼루션이 추가된 통합알 가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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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회사 연혁에 걸맞는 공신력과 진정성을 갖춘
기본을 지킬줄 아는 카지노 솔루션 회사 Let's SOLUTION 4U

다양한 디자인 샘플
귀사의 플랜을 최대한 반영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어울리는

멋진 유져 페이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광범위한 기능성 관리자
전문 슬롯 매장기능을 비롯하여

온라인 영상 카지노 전문 기능과

영상송출에 의거한 API 관리자까지

최상의 산출물을 제족해 드립니다.

 

 

 
보안 서버구성과 관리
강력한 분할 보안 분할 서버 구성

끊김없는 365일 비상 연락망

섬세한 시스템 케어까지

귀사의 사업력을 극대화 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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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산출하고 끝난것이 아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입니다

솔루션 산출과 더불어 섬세한 관리가

온라인 사업에 있어 존폐를 결정 짓습니다.

섬세한 시스템 케어
산출하고 끝난게 아니다.

트랜드에 마춰지는 사업은

현 시대의 비즈니스에 필수 품목 입니다

본사는 귀하의 사업장에 있어

민첩한 시장 분석력으로 

시대에 뒤쳐지지 않게 해드립니다.

민첩한 시장 분석력
사업의 생명은 상황 구현 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완벽히 소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구 프로그램 분석

카지노 게임을 비롯한 어플 개발과

가상화폐 메인넷 . 거래소 . 지갑 구현

광범위한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part

Operations:�Maximize�efficiency

오류와 버그는 언제나 발현되는 현상

입니다. 악의적인 3자에 의한 공격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비상적인 상황에 민첩하

게 대처 해 드립니다.

365일 끊김없는 연락망
Servic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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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디자인 샘플 / 어드민 관리자 샘플 수령방법
다양한 디자인 샘플 / 기능성 관리자 샘플

01

상담원 연락

텔레그램 메신저 

CASINOPOWER4

02

지메일로 샘플 수령

개별적 보안공유 설정이된

구글공유파일

03

샘플 검토

다양한 사이트 디자인

기능성 관리자 검토

05

의뢰 시작

강력한 산출물을

경험 하십시오.

04

검토 후

다시 상담원과의

깊은 비즈니스 플랜 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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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expert advice, 24/7

연중휴무 전문가의 상담 연락처

CASINOPOWER4

텔레그램 메신저

SGAMING4

위쳇 메신저

CASINOPOWER4

스카이프 메신저

24시간 고객 센터 l  게임 관련 문의 l  텔레그램 CASINOPOWER4 ,  Copyright 대한민국 ©  SOLUTION 4U



WWW.S4UZ.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