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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판매자: 의무사항 이해
• iAGCO 온라인은 온타리오 복권
판매자(Seller)들의 사업성공에
도움을 줍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위한 조언

복권 판매자: 합법적인 CBD 오일 판매와 관련한 의무사항
이해하기
복권 판매자로서 온타리오 내 캐나비디올
(cannabidiol, 이하 CBD) 오일 및 기타
캐나비스 제품의 합법적인 판매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복권 판매자가 CBD 오일과 같은 캐나비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해 캐나비스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캐나비스 스토어는 온타리오에서
기호용 캐나비스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해
인가된 유일한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의료용 캐나비스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인가된 판매업소에서만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AGCO의 리스크 기반 준수 모델
AGCO는:

요구사항 준수
복권 판매자가 현재 업소에서 CBD 오일이나 기타 캐나비스 제품을
판매 중일 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반드시 업소에서 이들 제품을
즉각 반출하여야 합니다.
불법제품 판매시 판매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복권 판매자가 파이프나 롤링 페이퍼와 같은 캐나비스 액세서리는
판매해도 무방하나 연방 광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을 보시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anada.ca/en/services/health/campaigns/
cannabis/industry.html

• 공익 도모 및 정직함과
투명성에 기초하여 온타리오
복권 부문을 관장합니다
• 법규 준수 보장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합니다
AGCO 준수 담당자
(Compliance Officials – 이전
명칭 AGCO 조사관 AGCO
Inspectors)는:

AGCO는 모든 등록된 복권 판매자들의 법규 준수를 요구합니다.

• 관련 법규, 규정, 조건 및
등록관의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하여
복권 소매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규 이해하기

• 등록된 판매자의 의무사항 및 책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된 복권 판매자로서, 1992년 도박 통제법(Gaming Control
Act) 및 관련 규정 준수와 등록관이 정한 기타 규범 및 의무사항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CBD 오일은 캐나비스 식물(대마의 일종)에서 추출되며, 연방
캐나비스법(Cannabis Act) 뿐만 아니라 온타리오 캐나비스
통제법(Cannabis Control Act) 및 2018년 캐나비스 라이센스법
(Cannabis Licence Act)이 내린 정의에 의거 캐나비스로
분류됩니다.
AGCO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한 캐나비스 소매업자만이 인가된
업소에서 기호용 캐나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들은
반드시 온타리오 캐나비스 스토어(Ontario Cannabis Sto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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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www.agco.ca를 방문하시거나, www.agco.ca/iAGCO
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통화를 원하시면,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416-326-8700 혹은 무료전화 1-800-522-2876로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세요.

iAGCO 온라인은 온타리오 복권 판매자들의 사업 성공을 돕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온타리오 복권 판매자를 위한 전면적인

상당수의 판매자 등록이 iAGCO를 통해 이뤄지는 개가를 올린

온라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론칭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AGCO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온라인상으로만 가능합니다.
iAGCO 온라인 포털(www.agco.ca/iagco)은 보다 빠르고, 쉽고

iAGCO를 통한 판매자 등록 신청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판매자 등록증 신청, 갱신 및 변경을

신규

언제 어디서나 가능케합니다.

변경
갱신

복권 소매 관리자(카테고리 1 게이밍 어시스턴트) 또한 iAGCO를

56

356
436 합계

848

통하여 등록 신청, 갱신 및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iAGCO의 성공적인 론칭에 도움을 준 모든 등록자 및 관계자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 개시 이후 840건 이상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위한 조언
iAGCO 상에서 판매자 등록 혹은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는

4. Lottery Retailer Managers (Category 1 Gaming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Assistants)[복권 소매 관리자(카테고리 1 게이밍

1. New Application - Gaming Registration(신규신청 – 도박

어시스턴트)] 화면에서 반드시 매니저나 가족 혹은 다른

등록) 화면에서 반드시 신청서 양식으로 "Seller(판매자)"를
선택하세요. "Gaming-Related Supplier – Lottery(도박관련
공급자 – 복권)"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2. Disclosure of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연관된 개인 및 사업체 신원공개) 화면에서 신청 사업자를
대신하여 OLG 소매업자 계약서에 서명한 주요 개인(예:
담당자, 관리자, 파트너)을 추가해야 합니다. 주요 개인은
신원 공개서(Personal Disclosure Form) 즉 신원 조회
신청서(Disclosure Request)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원 조회
신청서는 개인 자격으로 작성해야하며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주소란에 반드시 개인 집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사업체
주소 혹은 사업장 주소 불가). 신청서 상에 운전면허증
번호나 사회 보험 번호(SIN)등 모든 정보를 누락없이 작성해

직원 등 OLG 제품 판매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인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위 2번 항목에 언급된 연관된
개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권 소매 관리자가 게이밍
어시스턴트 신청서를 제출할 시, 판매자로부터 받은 고용
계약서(Offer of Employment) 또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Questions(질문) 화면에서 한 가지 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반드시 Documents to Attach(서류 첨부)
화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 기타 형법위반 사례, 과거
판매자 혹은 게이밍 어시스턴트 등록 여부, 현행 사업체
혹은 다른 사업체 근무시 OLG 위반으로 받은 서면 경고장
혹은 벌금 및 정지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신고한 정보가 확인된 사실과 다를 시 신청서 처리 및

주십시오.
3. Documents to Attach(서류 첨부) 화면에서 OLG 소매업자
계약서, 신청자(사업체 유형에 따라 법인 혹은 파트너)
서명, 사업자 등록증(마스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마스터 비즈니스 라이센스상의 상호명은
신청서에 기입된 상호명, OLG 소매업자 계약서상의 상호명
및 모든 매장 간판 상호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agco.ca 내
복권 소매업자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416-326-8700 혹은
무료전화 1-800-522-2876로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세요.
이 한글 번역본은 참고용이며, 영문 원본과 번역본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영문 원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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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