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이 받는 커미션

DC 복권 판매상

복권 판매 커미션
모든 온라인 복권 및 즉석 복권 판매에
대해 5% 커미션

되는 방법

당첨금 커미션
즉석 복권 지급 당첨액의 4% 커미션
온라인 복권 지급 당첨액의 3% 커미션
플레이어가 거액의 당첨금을 받으면 판매상도 거액의
보상을 받습니다!

아래 게임에서 최상위 당첨금 복권 판매
시 판매상들도 보너스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판매 보너스

금액

Powerball

Jackpot Top Prize
$1,000,000 2nd Top Prize

$25,000*
$10,000

Mega
Millions

Jackpot Top Prize
$1,000,000 2nd Top Prize

$25,000*
$10,000

Lucky for
Life ®

$1,000/Day for Life Top
Prize
$25,000/Year for Life 2nd
Top Prize

$2,500

Keno

당첨금 $100,000 이상의
당첨 복권

$1,000

Race 2
Riches

당첨금 $100,000 이상의
당첨 복권

$1,000

$1,000

*잭팟이 여러 곳에서 나올 경우 비율적으로
분할하여 판매상들에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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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C 복권 판매상이 되세요!
dclottery.com/retailers
를 방문해보세요

우리의 임무
DC 지역의 주민들과 경제 활력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복권 상품과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오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일관성 있게 탁월한 소비자와의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흥미 있는
게이밍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고 낙관론을 불어넣어 지역
내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
복권 판매상은 DC 복권 게임과 현재 및
미래의 플레이어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DC 복권국은
판매상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복권 상품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복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DC 복권국은
실질적인 접근법으로 판매상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 협력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FAQ
• DC 복권 판매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웹사이트 retailers.dclottery.com에서 오늘 바로
신청하시거나 라이선싱 부서에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DC 복권 판매상이 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무료입니다!
• 복권 기계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무료입니다!
• 사업장에서 DC 복권 상품만 판매해도 되나요?
판매상들은 DC에 있는 합법적인 사업장에서
운영해야 하며 복권 판매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DC 복권 판매상이 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이선스 승인 과정을 완료하는 데 약 4주 정도
걸립니다.
• DC 복권 판매상은 교육을 받나요?
네, 교육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 DC 복권을 더 이상 판매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C 복권국에 판매를 종료하기 전 최소 45일 이전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복권 기계를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DC 복권국에 최소한 10일 전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DC 복권 라이선스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DC 복권 라이선스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DC 복권 라이선스가 만료되나요?
판매상은 2년마다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DC 복권 판매상이 되려면 미국 장애인법(ADA)를
준수해야 하나요?
DC 복권국은 DC 복권 판매상 장애인 접근
프로그램(RAP)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판매상들에게 장애인 접근 관련 요건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RAP를 준수했다고 해서 판매상이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접근 기준을
준수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DC 복권 기계

셀프 서비스 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