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도박꾼
20개의 질문
1. 도박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시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2. 도박 때문에 가정 생활이 불행해졌습니까?
3. 도박이 귀하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4. 도박 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5. 돈을 딸 목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돈으로 혹은 재정난을 타개할 돈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6. 도박 때문에 활력이나 능률이 떨어졌습니까?
7.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 잃은 돈을 회수해야겠다
고 생각했습니까?
8. 돈을 딴 후, 다시 돌아가 더 따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이 있었습니까?
9. 마지막 돈이 사라질 때까지 도박을 하곤 했습니까?
10.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11.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12. "도박 자금"을 일반적인 목적의 지출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까?
13. 도박 때문에 가족의 행복에 대해 무신경해졌습니까?
14. 계획한 것보다 도박을 더 길게 한 적이 있습니까?
15. 걱정이나 근심을 잊기 위해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16.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불법 행위 자행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17. 도박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18. 논쟁이나 낙담, 불만 때문에 내적으로 도박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
까?
19. 도박 몇 시간만으로 행운을 누려보고 싶은 충동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20. 도박의 결과로
자기
파괴 혹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4567
Main
Street

Raleigh, NC 02134
이러한 질문 중718.555.1234
최소 7개에 대한 답변이 "예"라면, 귀하는
강박성 도박자일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강박성 도박 위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www.margiestravel.com
상담전화:
1-800- GAMBLER 또는 1-800-848--1880

자진 출입 금지는 무엇입니까?
자진 출입 금지는 합법화된 모든 도박 활동을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상금을 수령하거나 모든 손실분을 회수 또
는 허가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 증정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게 하
는 절차입니다. 자진 출입 금지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허
가를 받은 도박 시설 중 도박 관련 층에만 적용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진 출입 금지 목록에 게시됩니까?
자진 출입 금지 요청서 제출 당사자는 다음 중 한 가지 옵션으로
도박 활동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12개월), 5년 또는 평생.
자진 출입 금지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자진 출입 금지 목록에서 삭제가 가능합니까?

1년이나 5년 동안의 자진 출입 금지는 자진 출입 금지 대상자가
PGCB의 자진 출입 금지 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할 때까지 유효한
어떻게 하면 자진 출입 금지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까 상태가 유지됩니다. 자진 출입 금지 목록 삭제 요청은 최소한의
자진 출입 금지 기간 종료 즉시, 작성된 삭제 요청서를 직접 제출
?
희망 대상자는 작성된 자진 출입 금지 요청서를 펜실베니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약 일정 조정은 전화번호 717346-8300로 연락해 주십시오. 평생 금지를 선택한 경우, 자진 출
아주 도박 규제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 자신의 이름이 등록
입 금지 목록 삭제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는 PGCB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GCB의 지역 사무소인 PGCB Harrisburg
사무소 또는 허가 받은 시설의 PGCB 사무소에서 예약 일
정을 조정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강박성 및 문
제성 도박 문제 사무국 전화번호 717-346-8300으로 문의
하십시오.
자진 출입 금지 요청서 상에는 다음의 신원 정보가 요구됩
니다.
1.가명 또는 별명을 포함한 이름
2.생년월일.
3.현 거주지 주소
4.전화번호
5.사회 보장 번호(1974년의 개인 정보 보호법 7절(5 U.S.C. §
552a)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음)
6.신장, 체중, 성별,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 및 신원 확인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기타 모든 신체적 특성을 포함한 신체 묘사.
7.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같은 정부 발급 사진 부착 신분증.

자진 출입 금지 목록 삭제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는 강박성 및 문
제성 도박 문제 사무국, 전화번호 717-346-8300로 문의해 주십
시오.

자진 출입 금지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 받은 시설에서는 자진 출입 금지 당사자의 판돈을 거
절하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게임의 특혜를 인정하지 않으
며, 모든 자진 출입 금지 대상자에 대한 체크 캐싱 특혜, 플
레이어 클럽 회원권, 회원 전용 카드, 무료 증정품과 서비
스, 정킷 참여 및 기타 유사 특혜 혜택을 거부해야 하며, 정
킷 권유, 광고 우편물, 텔레마케팅 판촉물, 플레이어 클럽
자료 또는 허가 받은 시설에서의 도박 행위에 관계된 기타
판촉성 자료가 해당 신청자에게 가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
해야 하며, 다른 관할권의 도박장에서 자진 출입 금지 대
상자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자진 출입 금지 목록 대상자로 올라온 후에는 허가 받은
목록에 도박 문제가 있는 다른 가족을 게시해도 됩니까?
시설은 대상자의 판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아니요. 당사자는 자진 출입 금지 목록에 다른 사람을 올
형사상 주거침입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자진 출입 금지 대
릴 수 없습니다. 목록에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상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도박을 한 자진 출입 금지 대상자
출입 금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는 자신이 자진 출입 금지 대상자 목록에 올라와 있는 전
기간 동안, 이행된 도박 거래의 결과로 생긴 어떠한 상금
PGCB 사무소 중 한 곳에 자진 출입 금지 신청서를 우편
도 수령할 수 없으며 손실분을 어떠한 식으로든 만회할 수
발송해도 됩니까?
없습니다. 자진 출입 금지 당사자 앞으로 발급되거나 당사
아니요. 자진 출입 금지 요청서 제출 당사자는 사진 촬영
자의 소유로 확인되거나 당사자가 교환하는 모든 상금은
이 이뤄질 수 있도록 PGCB 사무소 또는 기타 공식 지정처
PGCB의 강박성 및 문제성 도박 프로그램을 지원할 목적
Margie의
Travel은
귀하
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과 사진이
담긴 유효한 정
으로 PGCB에 제공됩니다.”
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합니
다:

PGCB 자진 출입 금지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정보를 원하시거나 자진 출입 금지 요청서를
받으시려면 PGCB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
시오.
http://gamingcontrolboard.pa.gov
또는
자진 출입 금지 요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받
으시려면, 아래의 우편엽서를 작성해 이를
PGCB 본부로 발송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