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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의 메시지
바쁜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이때, 도박 업계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 특히 복권 소매업자 및 그 직원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며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Jean Major

현재 9,800 여 개의 복권 소매점이 운영되고 있는 복권
산업은 여전히 건실하며 온타리오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복권 상품 판매의 순수익은 온타리오주의
각종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AGCO는 복권 산업이 공정하고 완전무결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박에 대한 등록관의 기준: 복권 부문
(Registrar’s Standards for Gaming: Lottery Sector)이 시행됨에 따라
AGCO는 이제 기준을 준수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규제 부담은 덜어주고 비준수
위험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 복권 구매 금지, 부적절한 당첨금 지급, 소매업자 부정직 등) 등 총 286건의 복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에 OLG 복권 상품 판매자들에게 벌금 처분 5건과 등록 정지
또는 취소 명령예정통지(Notice of Proposed Order) 처분 28건이 내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매 시장도 규제 기관도 매우 바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한 복권 도박의 기대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으로써, 우리는 복권 산업이 지속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AGCO는 아무쪼록 내년에도 이해관계자 및 고객 여러분과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AGCO 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고 행운이 가득한
2018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AGCO 조사관들은 1,693여 건의 복권준수조사 (Lottery
Compliance Inspection) 를 실시했습니다. 약 62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350건의 경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AGCO 조사집행국(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Bureau IEB) 은 내부자 당첨 45 건, 의심스러운 당첨 85 건, 기타 복권 규제 조사 156건(근무

Jean Major
Chief Executive Officer

소매점에서 위조 또는 불법 상품/도박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권 소매업자는 법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 소매업자는 자신의 매장이 불법 도박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 도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된 소매업자는 복권 판매
등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된
복권 소매업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도박기 운영은 또한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하의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GCO는 DVD, TTC 토큰/표, 담배 상품 등 위조 또는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복권 판매 등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모든 복권 소매업자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립니다. 합법적인 진품과 위조 또는 불법 상품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합법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매장에서는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DVD
• DVD의 포장은 주요 소매점의 진열대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얇은 CD 케이스 또는 봉투가 아님).
• 디스크의 윗면에 선명한 인쇄체로 영화 제목, 상표 및 로고가
새겨진, 적절한 실크스크린 인쇄 표면이 있어야 합니다.

AGCO Lotter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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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교통국 (TORONTO TRANSIT COMMISSION (TTC) 토큰/표
• TTC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공급
받은 토큰/표만 판매하십시오.
그래야 위조 토큰/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토큰/표에 대해 TTC가 역에서
부과하는 요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지 마십시오.

담배 상품
• 담배세법 (Tobacco Tax Act)
에 따라 발행된 유효한 담배
소매업자 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상품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 적절한 제품 라벨이 있고
적절하게 포장된 '표시된' 담배
상품만 판매하십시오.

복권 소매업자와 등록관의 기준
2017년 6월 도박에 대한 등록관의 기준: 복권 부문이 도입된 이후, AGCO는 이와 관련된 조사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정한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기준 제4.16 “개인은 공모 및 속임수와 관련된 활동을 언제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매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접근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매업자는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GCO 조사관들은 복권 소매업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로 조사를 활용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소매업자들이 이 기준에 따른 소매업자의 의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매업자들에게 '도박에 대한 등록관의
기준: 복권 부문 –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Registrar’s Standards for Gaming: Lottery Sector—What you need to
Know)' 팸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이 팸플릿은 AGCO 웹사이트 www.agco.ca 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GCO 조사관들은 조사 활동을 하면서 기준 준수라는 목표를 위해 소매업자들과 협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손상되거나 이미 긁은 즉석 복권 및 BOT
배송 과정에서, 또는 매장 카운터의 진열대에 빈번히 넣고 빼는 과정에서 즉석 복권 및 개봉식 복권(Break Open
Ticket - BOT)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복권을 취급할 때 조심하고 손상된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을 당부 하십시오. 복권 판매자는 이미 긁었거나 손상된 즉석 복권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손상된 복권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감시에는 직원 등이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권을 약간 긁거나 복권 표면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관찰
과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복권이 발견되면 적절하게 처리하고 OLG 에 알려야 합니다. 복권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장의
복권 판매 등록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

복권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 제한 사항

Responsible Service Tip Sheet:

RECOGNIZING
INTOXICATION
INFORMATION SHEET FROM THE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Inappropriate speech volume:

People who are intoxicated frequently speak in volumes
inappropriate to the situation. They shout when it isn’t
necessary, whisper when there’s no need for secrecy. The

voice
may
go fromupright
low toorhigh
(or vice versa) when there is
Drunk customers may have diffi
culty
standing
walkAlternative
beverages:
no reason
a change in
volume is necessary.
ing a straight line. They weave,
missteptoorsuggest
stumble,that
perhaps
Actively market non-alcoholic and low-alcohol drinks to your
bumping into other people or furniture. To compensate, they
customers. Create interesting “mocktails” made without
Motor control (fine) deteriorates:
may put their hands out at the sides for support or balance.
Exotic names and fresh ingredients will make these
As people become intoxicated, theiralcohol.
skills requiring
products
appealing to your customers.
fine motor control
(hand-eye coordination)
deteriorate.
Poor enunciation, slurring
words:
Intoxicated
may fumble withPromote
their cellalternative
phones orbeverages by offering them at prices
Alcohol relaxes muscles, including
thosepatrons
in the mouth,
have
difficulty
picking
up change. Asthat
theirare
coordination
competitive with regular alcoholic products.
making it hard to speak clearly
and
distinctly.
An intoxicated
declines,
people also
misjudge distances.
set aof low and no-alcohol products
person may make a single error
— repeatedly
stumbling
Offer They
a widemay
variety
drink words
down hard
on a This
table,is thinking
thatmake
the table
lower
over one word — or slur several
together.
a
and
sure isyour
customers know these products are
than it is.
very good sign someone is impaired.
available. Advertise them on your menus and tent cards.

of speech:
Noticeably shallowPace
breathing:

Food:

people
may change
of their
Can you notice a difference Intoxicated
between your
breathing
and thethe rate
Serving
foodspeaking,
is one of the best ways you can lower your risk
alternating
with slow of
speech,
or talking
customer’s? An intoxicated person
may racing
breathespeech
noticeably
customers
becoming intoxicated. Not only does food delay
consistently
slowbeorweakness
fast.
slower or shallower than others.
There may
in
the absorption of alcohol into the blood, but it generally

복권 소매업자는 자신의 매장에서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 도취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 (도취의 징후에 대해서는 AGCO 웹사이트 www.agco.ca 에서 AGCO의 도취 상태
식별 책임감 있는 서비스 요령 안내문(Recognizing Intoxication Responsible Service Tip Sheet) 참고)

breath, with little air inhaled or exhaled.

Alertness decreases: takes customers longer to drink when they are also eating.
Offer free
or low-priced
Intoxicated people take longer to respond
to questions
or appetizers for after-work customers.
These
people mayorbe at especially high risk of becoming
react tobecome
events. intoxicated,
They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Alcohol is a depressant. As people
they
attention
to what
saying.intoxicated
They easilybecause
become they are likely to have empty stomachs.
show signs of being tired or pay
sleepy.
Their eyes
mayyou’re
be heavy
yougaze.
have to repeat simple
or promotion with two-for-one snacks.
Try aquestions
“hungry hour”
or closed, or they may have amuddled,
placid orand
fixed
requests before they respond.
Train your servers to market food. Offer them incentives for
DEALING WITHInappropriate
INTOXICATED
sweating:increasing food sales.
Intoxicated people may sweat more than might be
PATRONS
Interview
and assess:
temperature,
Although individual reactions to alcohol may vary, people fol- considered normal given the surrounding
Chat with your customers before taking their order. Have
Here are some strategies toconditions
deal with customers
or situation.who show
low certain general patterns as they approach intoxication.
they eaten? Have they been drinking elsewhere? Clearly,
signs of intoxication:
people who have been drinking must be treated differently
These are the 10 main signs that indicate
your
customer
is
Red eyes:
1 sign
from those
have had nothing to drink. You have to
becoming drunk. These signs may appear in any sequence or Take note if a customer’s eyes are bloodshot
to who
any degree.
• As
Become
for the development of other signs (a
decide whether or not to serve them even one drink, and
be cluster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peoplealert
become
single showing
sign is not necessarily
to intoxication).
monitor them for emerging signs of intoxication.
intoxicated, they will show more signs. Drinkers
Motorlinked
control
(gross) deteriorates:
• Makeintoxicated.
“low-risk” options
available
to slow skills
alcohol
three signs can almost certainly be considered
Alcohol
also impairs
requiring gross motor coordination.
Don’t invite trouble in:
intake. For example, offer food or low-alcohol drinks.
Train
your
door
staff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oxication
2 signs
and refuse entry to anyone who has had too much to drink.
• Monitor the patron carefully.
Ti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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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to low-alcohol or non-alcohol drinks.
• If possible, serve food to decrease the rate of drinking.
3 or more signs
• Serve no more alcohol to this patron under any
circumstances.
• Use “management of intoxication” techniques to reduce the likelihood of injury and damage. For example,
ensure that the patron has safe transportation home;
if necessary, call the police.

• 소매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고용된 등록 범주 1 도박 보조원 ( 복권 소매 관리자 )
• 소매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도박 장비(복권 단말기 등)를 유지관리 또는 보수하는 등록된 공급자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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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policy:

Develop, post and enforce a house policy on intoxication.
You might print the policy on your menu or on tent cards with
a list of your non-alcoholic drink specials.
All managers, licensed security personnel and
employees handling liquor must be certified in an
AGCO approved server training course. For more
information on training for servers, please refer to the
AGCO website at www.agco.ca

PREVENTING INTOXICATION
These strategies may help you lower the risk of customer
intoxication:

• 소매업자의 회사 또는 동업회사의 임원 또는 동업자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GCO Customer
Service at 416 326-8700 or 1 800 522-2876 (toll-free in
Ontario) or visit us online at www.agc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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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CO 직원(AGCO 조사관 등) 또는 이사
소매업자 여러분과 여러분 매장의 직원은 이 규칙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도박의 무결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고, 온타리오주의 도박이 책임감 있게, 그리고 취약한 개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90 Sheppard Avenue East
Suite 200
Toronto, Ontario M2N 0A4

AGCO Lotter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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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416.326.8700
온타리오주 내 무료 전화 : 1-800-522-2876
팩스 : 416-326-5555
이메일: customer.service@agco.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