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문이
있나요?

도박을
건전하게
즐기기 위한
도움처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GameSense.com을 참조하거나,
모든 BC 카지노에 있는 GameSense 정보 센터 및
커뮤니티 게임 센터를 방문하거나, 1-866-815-0222
으로 전화해주세요. 또한, 언제든지 도박문제 헬프라인

(1-888-795-6111)으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GameSense 정보 센터에서 관련 정보, 도구
및 지원을 찾아보세요.

GAMESENSE
정보 센터란
무엇인가요?

경고 징후 알아채기
아래와 같은 징후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날수록 도박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을 한 기간이 오래되었다.
도박을 한 횟수와 비용에 대해 거짓말한다.
도박으로 인해 직장에 결근하거나 학교에 결석한다.
도박으로 인해 개인 또는 가족의 의무를 소홀히한다.

BC 전역의 카지노 및 커뮤니티 게임 센터에 있는
GameSense 정보 센터는 도박을 건전하게 즐기고 적절한

도피의 수단으로 도박을 한다.

수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구서에 지불할 돈으로 도박을 한다.

시설입니다. GameSense 정보 센터는 사람들이 도박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한다.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방향 학습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게임의 규칙,

이용 가능한 지원 찾아보기

승리 확률, 게임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무작위성과 예측

본인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정보나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불가능성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문제

정보 센터는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전문

GameSense 상담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관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GameSense 상담사가

도박 관련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헬프라인의 24 시간 무료 상담 전화 (1-888-795-6111) 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정보 센터는 다음과 같은

1-866-815-0222 로 전화하면 상담사의 상담

부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가능 시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박을 건전하게 즐기기 위한 팁

자발적 도박 금지 프로그램

승리와 패배 확률

가끔 도박이 더 이상 게임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다양한 게임의 방식
무작위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하우스 어드밴티지’의 의미와 하우스 어드밴티지가
승리와 패배를 예측하는 데 미치는 영향
도박의 수많은 미신에 대처하기

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거나 자신이 도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발적인 도박 금지
프로그램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6 개월, 1 년, 2 년, 3 년 중 기간을 지정하여
슬롯머신 시설, 도박성 영업용 빙고장 또는 BCLC 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PlayNow.com)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ameSense 상담사나
직원과 이야기해보세요.

GS-B09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