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 접대자 허가증이란? 

1995년 주 의회에서는 알코올을 

접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Mandatory Alcohol Server Training 

(MAST)): 필수 알코올 접대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주류 통제 국에서 공인을 받은 

사립 프로그램으로써 이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알콜접대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RCW 66.20.300 과 

WAC 314-17을 참조하십시오. 이 

알코올 접대자 허가증에는 두종류가 

있으며, 각각 5년간 유효합니다. 

1.  Class 12 Mixologist Permit 

(클래스 12-믹살라지스트 퍼밋) 은 

21세가 넘은 사람에게 발급되며 

바텐더 등 알코올을 탭에서 따르거나 

섞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13을 소지한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양주, 

맥주, 와인을 파는 식당에서는 클래스 

12를 소지한 종업원이 적어도 한명은 

항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Class 13 Servers Permit 

(클래스 13, 설버스 퍼밋) 적어도 

18세가 된 사람으로 신분증 검사와 

손님의 접대, 손님의 테이블에서 

맥주나 와인을 가져다가 글래스에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퍼밋을 소지한 사람은 술을 섞거나 

탭에서 따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접대자 허가증은 업소에 

채용된 날로부터 60일안에 취득해야 

합니다. 60일 이후부터 접대자 

허가증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이 접대자 허가증은 갱신이 되지 

않으며 만기되기 전에 새로 교육을 

받아 허가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 접대자 허가증 프로그램에 

관한 주류 통제국의 의무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준을 설정, 

심사, 승인하며, 트레이너의 자격을 

심사, 승인하고, 교육이 규정되로 잘 

이행되는지 감독하며, 발행된 

허가증을 기록, 관리합니다.  

다음은 통제 국 소관이 아닙니다 –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여 접대자 

허가증을 발행하는 일. 

 스케쥴이나 수수료를 정하는 일. 

기타 참고  사항 

교육을 받은 트레이너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지불한 수수료의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교육을 받을 당시 21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클래스 13을 받지만, 21세가 

되면 클래스 12로 바꿀 수 있으므로 

21세가 되면 담당 트레이너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증은 종업원의 자산이며 업주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 허가증은 리커 

에이전트나 경찰이 요구할 때는 다른 

신분증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 법에 의하면 교육을 받은 후 

트레이너나 온라인 프로바이더는 30일 

이내에 접대자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트레이너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제 

국의 MAST program 매니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는 

(360)-664-1727 입니다. 

허가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통제 

국에 연락하거나 담당 트레이너에게 

연락하여 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접대증을 취득하려면 

뒷면에 소개된 사립회사로 연락하여 

귀하의 지역에서 가까운 트레이너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어로 교육하는 트레이너는 

없지만, 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Providers and contact information 

 

#1 A.L.E.R.T (-NLA) 

1-425-260-4430 

**Online: www.liquorclass.com  

 

A+ Server Education 

503-740-5509 

 

AAA (Alcohol Awareness Advocate) 

1-888-773-6662 or (360) 600-0080 

 

AACEA 

(America’s Alcohol Certified Education 

Association) 1-888-865-1900 

**Online: www.aacea.com/wa/  

 



A.A.E.S  

(Al's Alcohol Education Services)  

1-509- 910-3404 

 

ABC Bartending Academy 

1-425-656-0600 

 

A.C.T. (Alcohol Certified Training)  

1-425-225-5575   

 

Alcohol Server Training by  

 the Kevin the Wine Guy 

1-206-753-8021 

 

AlcoSmart Training & Consulting  

1-206-406-9886-Training available in Cantonese 

and Mandarin 

   

ALES (Alcohol Liability Ed. Services)        

1-800-939-2537  

 

ART (Alcohol Responsibility Training) 

1-509-536-7567 

 

Bartending Academy of Tacoma               
1-253-474-0330  

Bartending College 

1-425-373-0384 or 1-800-BARTEND 

Bartending Supply Company                     
1-425-391-3780 

BASE (Basic Alcohol Server Education) 

1-509-391-0816 

 

BTT-Bruce Dearborn 

1-206-463-1586 

 

CARE (Control Alcohol Risk Effectively)   

1-800-344-3320       

 

C.H.A.S.E. (Carol Hurless)    

1-360-321-0853 

 

Carrie Fleig Consulting                                

1-360-458-5216   Western Washington     

 

 

Cheryl’s LAST CALL 

1-360-458-2240 

 

Critical Skills MAST Program                    

1-877-734-0431  

 

Len Riggs Server Training                           

1-888-865-1900                   

**Online: www.aacea.com/wa/ 

 

Norm Couthran Consulting                         

1-360-446-7417   Western Washington     

 

P.A.T. Ferguson Consulting                    

1-253-566-3698 Western Washington 

 

Peggy Dean Server Training Program       

1-360-273-8181 Western Washington 

 

Ron Reid Alcohol Server Training 

1-206-930-9973  

 

ServSafe (The Education Foundation of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1-800-765-2122 ext 319 

 

TIPS (Training Intervention Procedures) 

1-800-438-8477 ext 317 

 

WRA (Washington Restaurant Association)  

1-800-22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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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State Liquor Control Board 

Mandatory Alcohol Server Training 

P O Box 43098 

Olympia WA  98504-3098 

360-664-1727       

www.liq.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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