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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일곱 명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뉴사우스웨일즈주 다문화 문제성 도박 도움 서비스
(Multicultural Problem Gambling Service for NSW)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NSW Health)와 뉴사우스웨일즈주
다문화 지역사회 교류 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for a multicultural NSW)가 합동으로
발족시켰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NSW Government)와 주류 및 게임,
경주 사무소(Office of Liquor Gaming and Racing),
합리적 도박을 위한 기금(Responsible Gambling Fund (RGF))

Multicultural Problem Gambling Service for NSW
Locked Bag 7118
Parramatta CBD BC NSW 2124

전화: (02) 8838 6241
팩스: (02) 8838 2165
Tollfree: 1800 856 800

이메일: mpgs@wsahs.nsw.gov.au
웹사이트: www.dhi.gov.au/mpgs

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본 출판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견해일 뿐임을 밝힙니다.

tollfree 1800 856 800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도박으로 문제를
겪고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지원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주 다문화 문제성 도박
도움 서비스 (Multicultural Problem
Gambling Service – MPGS) 는 문제성
도박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비밀을
보장합니다.

문제성 도박의 증상

본 기관 소속 상담사는 자격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귀하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 자기비하와 분노

도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전화 상담

• 재
 정적 압박으로 인한 건강 악화
(예. 수면부족 및 식욕부진)

• 여
 러 언어로 실시되는 특별 대면 상담/
가족 상담

• 금전문제로 가족과 친구와 다툼

• 전
 화 정보 및 조언, 위탁 (예. 재정문제
상담)

• 미래문제에 대한 두려움

문제성 도박의 결과
문제성 도박의 징후

문제성 도박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도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치심을 느낀다

•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 용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합니다.

• 매일같이 도박 생각을 한다

• 의기소침해지고 걱정이 많아진다

• 의기소침해지면서 도박을 한다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 도
 박문제 도움 서비스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성 도박에 대한 문화 간
이슈를 교육합니다.

• 도박을 하기위해 돈을 빌린다

• 가족과 인간 관계가 붕괴된다

•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습니다.

• 도박 사실을 가족과 친구에게 숨긴다

• 전
 문의의 의료적 상담 및 조언을 비롯,
문화 간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800 856 8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 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 858 858번을 이용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도박문제 해결
도우미(Gambling Help (NSW))의 전화 조언
및 위탁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