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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약속
건전한 게임, 건전한 음주문화는
우리의 고객분들이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에서 즐겁고 건전한 방법으로
신나는 경험을 보장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전한 게임

건전한 음주

책임감 있게 게임을 하는 것은 재미있는 오락
경험을 즐길수 있도록 도와드릴것입니다.
즐거움을 극대화 하기위해, 다음의 건전한
게임에 관한 조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즐길수
극대화
조언을

● 시간과 금액에 한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세요.

● 미리 계획하세요.

● 카지노에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가세요.
● 카지노에서 보내는 시간을 다른
사회활동들과 균형을 맞추세요.
● 음주는 적당히 하세요.
●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 귀하의 게임에 관해서 친구들이나, 가족
또는 저희 직원들과 대화를 하세요.

사전약속
건전한 게임 건전한 음주
업소 책임
한도 적용

당사 게임 기계는 고객님께서 당일, 주 또는
월별로 시간이나 사용금액 한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플레이어스 클럽
데스크에 문의해 주세요.

있는 음주문화는 즐거운 오락 경험을
있도록 도와드릴것입니다. 즐거움을
하기위해 다음의 건전한 음주에 관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한계를 숙지하세요.
● 빈 속에 음주하지 마세요.
● 갈증해소는 무알코올 음료나 물을 먼저
마시세요.

업소 책임
한도 적용

차량 서비스
저희는 플레이어즈 클럽회원님들과 호텔/
모텔에 투숙하시는 고객님들께 카지노에서
출발하는 무료 차량을 제공합니다. 호텔/
모텔에 투숙하는 고객님들은 카지노로
오시는 차량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예약하시고 서비스 지역은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택시 서비스

● 귀가시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세요.
당사의 셔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카지노를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택시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고객님의 차량을 저희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나중에 안전할 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택시는 카지노 밖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친구들을 챙기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골드 밴드 택시
전화: 0800 3795 795

6개의 음식점에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가능합니다.

그린 택시
전화: 0508 447 336

● 음주시 음식과 물을 같이 드십시요.

저희 바에는 모든 분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알콜 맥주와 와인 그리고
칵테일을 포함한 무알콜음료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디렉 택시
전화: 0800 505 555
블루 스타 택시
전화: 0800 379 9799
코포레이트 택시
전화: 0800 808 544

책임있는 주류 서비스
정책
책임 있는 업소로서 저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소비를 책임있게 접대하고 관리하기
● 술 취함을 방지한다

안전하지 못한
게임의 신호
대부분의 성인들은 안전하게 게임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게임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나 고객님이 아는 누군가가
다음의 행동들중의 행동을 보인다면
염려해야 할 윈인이 될수 있습니다.

● 저알코올성과 무알코올성 대체음료 뿐만
아니라 알찬 음식들을 제공하고 판매를
활발하게 촉진한다.

신호들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다른 입장 금지된 사람들의
사업장 출입을 방지한다.

●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노력

● 술취한 사람들의 사업장 입장 또는 체류를
방지한다.

● 한도 초과 소비

● 감정적이되거나 괴로워한다
●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다

● 안전한 교통수단을 홍보하고 마련한다.

● 다른 문제들을 피하려고 게임을 한다

● 과도한 주류 소비를 권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판매한다.

●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

● 모든 종업원에게 책임있는 주류 서비스
교육을 제공한다.

● 게임에 관한 걱정되는 언급들을 한다

● 주류 관련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지역사회, 단속기관들,
산업체와 다른 외부 기관들과 협력한다.

● 게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약속함

● 고객님의 다음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
방문이 안전한 방문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더라도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음주를
줄이시고, 저희 판단에 이미 많이
드셨다고 생각된다면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즐기기위한 게임이 아니다

● 게임을 하기위해 돈을 빌린다

● 짧은 휴식에 장시간 게임을 한다

도움 요청하기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는 사업소 책임팀
(Host Responsibility Tem)을 운영하여
게임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03)371 2421

이메일: PlaySafeDrinkSafe@
christchurchcasino.co.nz
건전한 게임
건전한 음주

출입 제한
관리 지침
카지노에서의 입장 제한이 되는 것은
어떤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게임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휴식은 비공식적이며 자율적일수
있고,또는 출입금지 명령을 공식적으로
받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자발적 출입 제한: 고객이 스스로
카지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때
2. 카지노의 출입제한: 카지노는 우리의
관찰과 정보에 의하여 출입제한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님들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우리에게 걱정을
알려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귀하나, 귀하께서 알고 계신 사람이
게임이나 음주와 관련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사업소 책임 관리직원
(Host Responsibility Executive)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 371 2421

이메일: PlaySafeDrinkSafe@
christchurchcasino.co.nz
모든 문의는 기밀로 처리됩니다.

헬프라인 전화번호
게임 헬프라인
전화: 0800 654 655(24시간)

두가지 종류 모두 최대 2년동안 출입 금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시아인 도박 문제 핫라인
전화: 0800 862 342

입장이 금지된 사람들이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금지된
사람들은 입장 금지 기간이 끝난후에 재 입장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박 채무 헬프라인
전화: 0800 654 658
마오리 도박 헬프라인
전화: 0800 654 656

재입장은 단순한 두가지 단계를 포함합니다.

발 레레이 퍼시피카 도박 헬프라인
전화: 0800 654 657

1. 게임 중독 카운셀러와의 상담 완료를
증명하는 편지 제출

알코올 마약 헬프라인
전화: 0800 787 797

2.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도 관리자와의 면담

지역 게임중독 카운셀러
및 지원
게임중독을 위한 구세군 오아시스 센터
전화: (03) 365 9659
뉴질랜드 게임중독 협회
전화: 0800 664 262
(03)379 2824
우즈랜드 사업체
전화: 0800 333 122
패밀리어 사업체(가족 후원)
전화: (03) 981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