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mbling Support BC 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
주 주민에게 주중무휴, 하루 24시간 무료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88-795-6111 로 전화하십시오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GAME BREAK)
게임 브레이크

프로그램 소개

720106

한글본은 영어 원문의 번역본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도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저희의 
자발적 배제 프로그램인 
게임 브레이크가 
습관적 도박을 중지하고 
자제력을 되찾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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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브레
이크란?

게임 브레이크 프로그램은 도박장 출입 및/또는 
온라인 도박을 자발적으로, 비밀리에 중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등
록하나요?

BC주 내에서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도박장에서의 직접 등록

정부가 발급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하고 카지노, 
지역사회 도박장 또는 상업적 빙고 게임장에 
가십시오. 

게임센스 어드바이저(GameSense 
Advisor) 또는 직원이 등록 절차를 
안내해주고 여러분의 사진을 찍습니다.
 
가상 등록

등록 절차를 안내해주고 여러분의 사진을 
찍을 게임센스 어드바이저와의 영상 통화를 
이용하십시오. 정부가 발급한 사진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통화를 예약하려면 1-866-815-0222
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십시오.

온라인 자가 등록

웹사이트 PlayNow.com 또는 BCLC 
Lotto! 앱에서 본인의 PlayNow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계정 메뉴에서 ‘Take A 
Game Break(도박 중지하기)’로 들어가 
화면의 지시에 따라 등록하십시오.

주의: 이 방법은 웹사이트 PlayNow.com 및 
BCLC Lotto! 앱에서의 도박만 차단합니다.

중지 기간
이 끝나면 
어떻게 되

나요?

곧 중지 기간이 끝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게임 브레이크 
기간이 끝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게임 브레이크 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자발적 단도박이 지속됩니다.

경로 1: 중지 기간 연장

아직 도박을 재개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게임 브레이크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게임 브레이크 등록신청서
(Enrolment Form)를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하며, 새로운 게임 브레이크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로 2: 도박을 재개하겠습니까? 복권 요건을 
충족하십시오

게임 브레이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등록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복권 
안내 이메일이 옵니다. 도박을 재개하려면 이 
이메일을 받거나 게임 브레이크 기간이 만료된 
후 언제든지 다음의 두 단계를 밟으십시오. 
게임 브레이크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만 
도박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도박 때문에 재정, 건강 또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 도박을 중단하거나 오랫동안 중지하는 
것이 자신감을 높여줄 경우.

• 도박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뭘 어떻게 
해주나요?

중지 기간은 6개월, 1년, 2년 또는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 브레이크에 등록하면 
선택한 기간 동안의 자발적 배제가 즉시 
시작되며, 이 설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지 기간에 ...

• BCLC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기존 
PlayNow 계정을 닫습니다.

• Encore Rewards 회원일 경우에는 
계정이 비활성화되며, 보유한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BCLC 또는 산하 도박장 운영자로부터 
직접 마케팅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 여러분이 단도박 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 
및 사진이 해당 도박장의 경비실에 
제공됩니다.

• 도박 지원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흔히 자발적 
배제 중에 지원을 이용하거나 도박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제력을 
되찾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 게임 브레이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옵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
합한지 잘 모르겠습니까?  
계획을 시작하려면 도박장에서 게임센스 
어드바이저와 상담하거나, 무료 전화  
1-866-815-0222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십시오(즉각적 지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능).

1단계: 게임 플랜(Game Plan) 강좌를 
수료하십시오

• 강좌 링크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강좌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게임센스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강좌는 도박 재개 여부, 또는 중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영어, 중국어(간자) 및 
펀자브어로 제공됩니다.

2단계: 도박 재계(Return to Play) 
서식을 제출하십시오

• 게임 플랜 강좌를 수료한 후 발급받은 
강좌 수료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이 
서식을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BCLC
가 도박 재개 가능 시점을 알려주는 
이메일을 여러분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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