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묻는질문(FAQ) 

 

당첨번호 확인: 

당첨번호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정오와 야간 추첨은 DC 복권(Lottery)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DC 복권의 

안내 전화인 로트 라인(Lott Line)에 (202) 678-3333 으로 전화하셔서 당첨번호를 

확인하시고 휴대전화로 당첨번호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첨번호는 

트위터(@dclottery)와 페이스북을 포함한 DC 복권 소셜미디어 페이지와 DC 복권 

판매점에도 게시됩니다. 

당첨금 수령: 

DC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당첨금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아래 표는 당첨금액에 따라 어디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금액 당첨금 지급 장소 

$600 까지 복권 및 자선 게임 사무국(Office of Lottery and Charitable 

Games) 에이전트 어디에서든 

복권 및 자선 게임 사무국 상금 센터(Office of Lottery and 

Charitable Games Prize Center) 

$600 초과 $5,000 

까지 

복권 및 자선 게임 사무국 상금 센터(Office of Lottery and 

Charitable Games Prize Center) 

에이전트 플러스(Agent plus) 판매상 

$5,000 초과 

당첨금  

복권 및 자선 게임 사무국 상금 센터(Office of Lottery and 

Charitable Games Prize Center) 

복권 및 자선 게임 사무국(Office of Lottery and Charitable Games)은 

2235 Shannon Place, SE Washington, DC  20020 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첨금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 부터 오후 4:30 까지 

운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202) 645-80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복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DC 복권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복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펜으로 복권 뒤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을 하면 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느 

누구나 당첨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권 판매상 되기: 

DC 복권 판매상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DC 복권 판매상이 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복권 사무국은 많은 유형의 사업체들이 

허가 받은 복권 판매상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수익성 있는 복권 판매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2-645-8041 로 전화하시거나 

OLCG.licensing@dc.gov 로 이메일을 하셔서 어떻게 DC 복권 판매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복권 사기 신고: 

복권 사기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복권을 사지 않으면, 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복권은 복권 구매자에게 당첨금 수령을 위해 미리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기억해 두시면, 절대 복권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 

단체로부터 전화, 편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받으시면,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알리세요. 또한 사기나 다른 보안 관련 문제를 신고하시려면 

202-645-8080(사무소)이나 핫라인 번호인 202-645-90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경품 추첨 및 복권 사기(Sweepstakes and Lottery Scams)  

책임감 있는 플레이: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재미있는 투자”일 수도 있고 “금융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및 전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DC 복권국은 복권 구매자들과 DC 주민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DC 복권국의 “책임감 있는 플레이(Play 

Responsibly)” 프로그램은 강박적 도박 행태를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화상담서비스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아는 누군가 도박 문제가 있다면 전미도박문제위원회(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의 상담전화인 1-800-522-47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인가요? 여러분의 한도는 



무엇입니까? 

www.ncpgambling.org 

www.gamblersanonymous.org 

복권을 미리 살 수 있나요? 

네. DC-2, DC-3, DC-4 및 DC-5 복권은 정오 및 야간 추첨을 위해 최대 연속 

7 일까지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POWERBALL®, Mega Millions®, 및 Lucky for 

Life® 복권은 1,2,4,6,8,10,12,14,16,18, 20회 연속 추첨을 위해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복권으로 얻은 수익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DC 복권으로 창출된 자금은 운영 비용, 행정 및 게임 및 복권 라이선스 관리 등의 자본 

지출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돈은 DC 일반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C 복권 연례 보고서(dclottery.com 에 게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다른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DC 복권이 지급한 상금에 대해 해당 관할지역의 

요건에 따라 연방세, 주세, 및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0 을 초과하는 상금은 

연방 규정에 따라 연방 국세청 징수 서비스(Internal Revenue Collection Service)에 

보고됩니다. 

IRS 양식 W-2G 사본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C 복권국은 $600 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 수표를 지급할 때 W-2G 도 같이 

발급합니다. 추가로 W-2G 양식을 받으시려면 202-645-8065 로 전화하셔서 IRS 양식 

W-2G 사본을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DC 금융 서비스 복권국(DC Financial 

Services Lottery Office)에서 요청을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