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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안내

학생생활안전부
☏교무실 235-5361

□ 도박문제 온라인 상담 플랫폼 ’넷라인‘ 개편을 통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
<도박문제 온라인 상담 플랫폼 ‘넷라인’>
ㅇ 도박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PC와 모바일로
언제든지 접속해주세요.( https://netline.kcgp.or.kr )

<‘넷라인’ 완전 정복하기>
① 청소년 도박문제 자가진단표
- 도박문제 자가진단표를 이용해서 나의 도박문제
수준을 체크해 보세요.

미인대칭(미소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의 생활화’로 품격이 있는 고늘인들의

⇩

학부모님께.

노란불/빨간불이 나왔다면

코로나19로 가정내 자녀의 돌봄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

② 채팅상담 이용하기

다. 특히 가정 학습 시간, 원격 수업 등으로 학생들은 인터넷 활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

전문상담사가 1:1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도박문제

스럽게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도

상담, 치유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채팅상담이 어려울 시, ☎ 국번없이 1336

박 접촉 경로와 예방법으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 시켜드리고자

(365일 24시간, 무료) 전화상담 가능))
③ 게시판상담 이용하기

합니다.

전화나 채팅처럼 즉각적으로 상담참여가 어
려운 경우 상담 받고자하는 내용을 남겨주

□ 온라인 도박 접촉 경로

시면 익일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④ 청소년 자가실천 프로그램(회원전용)

①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② 유튜브(YOUTUBE) 동영상 ③ 카카오톡 오픈채팅 활용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내 온라인 도박 홍보

내 온라인 도박 홍보

온라인 도박 홍보

공간으로, 6단계로 이루어진 자가실천 프로그램

☞ 이 외에도 다양한 ‘치유콘텐츠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도박문제 예방 자료
ㅇ 도박문제가 의심된다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리의 도박문제 예방교실 학부모편 https://www.youtube.com/watch?v=xCG2UbM3oBg&feature=youtu.be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ㅇ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ㅇ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여 도박 ㅇ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가족방을

SNS 활용,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트를 직접 홍보하거나 도박

열고 무분별하고 불법 도박을 홍

꽁머니등 무료로 도박을 이용

베팅법 혹은 스포츠 분석이라고

보하거나 오픈채팅 기능을 활용하

할 수 있다고 광고를 게시하여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여 간접적으

여 도박 홍보 아르바이트생을 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 관련기사: SNS 통한 무분별한 광고

※ 관련기사: 당국 손길 안 닿는 유튜브

청소년을 불법스포츠 도박 ‘유혹의 늪’으로

‘사각지대’

방치되는

(스 포 츠 서 울 , 2 0.1 0.15 )

(노 컷 뉴 스 , 20.06.18)

불법

사행업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gubun=con2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문의

※ 관련기사: 10대 카톡 계정, ‘도박 홍보’에
대거 도용(KBS, 20.07.24)

□ 온라인 도박 문제 예방법 6가지
1. SNS 등 불법도박 검색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4. 호기심이라도 도박에 관심 가지지 말기

2. 쉽게 돈 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5. 불법 대출 받지 않기

3. 주변 사람들 도박 권유를 거절하기

6. 대리베팅에 참여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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