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및교육부서의
사명/ 미래상/ 가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주류 및 담배 제품을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판매 및
구매, 소비하는것을 최대한 확실하게 관장함으로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상
 우리의 미래상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식을 토대로한
일관적인 교육실행과 집행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성공적인 법률 집행 단체로서 인정받는것 입니다. 

가치
 우리는 정직, 청렴, 신뢰에 근거한 개인 및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지켜나가는갓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 합니다.

 우리는 일관성, 공평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주류통제국의주류
판매면허설명회에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류 통제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들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창조해 나가는것 입니다.  
주류 통제국은 귀하가 주류법을 잘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원조해 드릴것이며, 
나아가 귀하가 생활하고있는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력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주류판매면허종류
그로서리 (편의점)

 사업체 외부에서의 섭취를 전제로 한
맥주/와인의 판매가 허용 됩니다.

 사업체 내부에서 주류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고: 귀하는 항상 사업체 내부에 맥주/와인, 
탄산 음료, 비식용 제품을 제외한 미화
3천달러 이상 (도매가 기준)의 식료품을 배치
해야 합니다.

 예외:  연회 허가서 (Banquet Permit) 또는
특별 행사 신청서 (Special Occasion 
License)가 있는 경우 사업체 내부로 주류
반입이 가능 합니다.

WAC 314-02-100

RCW 66.24.360

WAC/WAC 314-02-100.doc
RCW/RCW 66.24.360.doc


공공안전
공공의 안전은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 입니다.
다음의 네가지는 주요 공공 안전 문제점 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품을 판매, 제공, 소지 또는 섭취를
허용 하는 경우 (만21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과도한 주류 판매
 만취 상태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경우
 만취 상태의 손님에게 주류 소지를허용하는 경우
 만취 상태의 손님에게 섭취를 허용 하는 경우

 무질서한 행동
 사업체 내에서 싸움을 묵인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나 직원이 사업체 내에서 만취상태가 된 경우

 워싱턴주 법률 RCW 69,69A 또는 70 위반
 사업주, 직원, 또는 고객의 형사법 위반 행위



통계자료
가장 일반적인 위반사항과 고발 사항:

 만취 상태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공공안전위반사항

 만약 귀하가 공공 안전 법률 또는 규범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주류 판매
면허 소지에 관하여 행정법 처벌이 가해
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등의 행정법 처벌이 가능
합니다.

 안전 우선.  반드시 직원들이 주류 관련
법규와 사업체 내규를 숙지하도록
하십시요.



신규면허취득자과정

주류통제국단속직원이귀하의
사업장을방문하여다음과
같은혜택을제공합니다.

• 필수표지판점검
• 질문응답
• 자료제공
• 공공안전에관한사업체
운영검토

저희주류통제국에서는귀하가
면허를취득하신직후에
기술적인자문을드리기위하여
신규면허취득자과정을개발
하였습니다.



만취상태의손님에게
판매하는경우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 및 직원들은
명백히 만취 상태로 판단되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 또는 직원은 사업체 내에서
명백히 만취 상태로 판단되는 손님의
주류 소지나 섭취를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관련 법규
RCW 66.44.200

WAC 314-11-035

RCW/RCW 66.44.200.doc
WAC/WAC 314-11-035.doc


과도한주류판매

취객이 주류를 소지한 경우

사업주 또는 직원이 주류를 판매
하거나 전달 한 경우

과도한주류판매란손님이명백히
만취한것으로판단되는상태에서추가로
아래에열거해놓은어떠한상황들이
벌어질때에적용되는용어입니다.



만취손님의판단기준

일반적인 특징

돈을 다루는 것이 부주의
하거나 익숙해 보이지 않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보행을 하는
경우

주류향이 심하게 진동하는
경우

손님의만취상태정도는한눈에봤을때손님의
만취상태가명백하고분명하게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취손님의판단기준
품행의 변화 – 대화 도중 집중력 및 사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고객을 주의
하십시요.  갑자기 고개를 떨구거나 눈꺼풀이
감기는지 확인 하십시요.

언행 양식 – 손님에게 말을 걸어보고 아래의

만취상태 특징들이 보이는지 확인 하십시요.
– 고성

– 허풍

– 말 끝을 흐림

– 논쟁

– 천천히 신중하게 말함

– 결의에 찬 말을 함

– 불평
추가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Signs of intoxication.doc


대처방법

만약 만취 상태의 손님이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업체 내규 확인을 위해 지배인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법률에 의거하여 만취상태의
취객에게 더이상의 주류 판매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취상태의손님에게주류판매를

거부한이후에어떻게해야합니까?

귀하의 사업체 내규에 반드시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취객으로부터 주류 제품을 제거시켜야 하는가?

 어떻게 취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부 할 것인가?

 취객이 거스름돈을 받았는가?

 취객이 사업체 내부에 있어야 하는가?

 누가 취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는가?



연구에 의하면 만취상태의
운전자중 50% 이상이 주류
판매가 허가된 사업장에서
출발한다 합니다. 

자료 제공: Mosher, James

만취상태의운전자가주류판매가
허가된사업장을벗어나는경우



미성년자제한
및연령감별



미성년자에게판매하는경우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제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술에 닿지 않게 합시다 – 생명을 살리는 길 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RCW 66.44.270

WAC 314-11-025

RCW/RCW 66.44.270.doc
WAC/WAC 314-11-025.doc


미성년자와주류제품

 귀하의 사업체 내부에서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주류제품 구입 또는 소지를 금지해아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들이 반드시 주류제품 구입
또는 소지자는 만 21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RCW 66.44.270

예외가있어서는
안됩니다!

RCW/RCW 66.44.270.doc


 90% 이상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매우 쉽게 주류제품을 구입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수월해 보이는
표적이 되지 맙시다!

자료 제공: 
Institute of Medicin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National Academies

미성년자들의주류제품접근



연령감별에관한사업체
내부규정:

귀하의 사업체 규정은 사업체의
성공을 반영합니다.

귀하의 사업체 규정은 반드시
귀하의 직원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손님의 연령을 감별해야
할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판단의 유일한 지각적인
방법은 미성년자로 판단되는 손님의
신분증을 매번 검사하는것 입니다.



신분증확인

 고객의 나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직원들이 신분증을 확인 할것을
귀하의 사업체 내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엄격히 준수 되어야
합니다.

 사업체 내규에 의하여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을 할 경우, 모든
신분증은 각 주 정부에서 승인, 
발행한 신분증만이 허용 됩니다.



신분증확인

아래의 주 정부 발행
신분증만이 허용 됩니다.  
아래 목록을 제한 할 수는
있지만, 목록 이외의 신분증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개별 주 정부 또는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신분증, 교원 자격증

 유효한 워싱턴주 임시 운전
면허증

 미군 군속 신분증

 해운 상선 승무원 신분증

 개별 국가의 여권

 워싱턴주 부족 등록증



신분증요구사항

소지자의 사진
생년월일
소지자의 서명 (군속 신분증은
제외)

유효기간 (부족 신분증은 제외)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허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견본신분증

U. S. Armed Forces Geneva                   

Conventions ID Cards

New              Old



허용되지않는신분증에는어떠한
것들이있습니까?

“resident”라는 단어가 포함된 어떠한
신분증도 담배류와 주류 구입을 위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예:
 Alien Resident card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권)

 Resident of Washington card (워싱턴
주민 등록증)

기타 허용되지 않는 신분증들

 Birth Certificates (출생 증명서)
 School or work ID’s (학생증 또는
사원증)

 Social Security cards (사회 보장증)
 Federal Immigration cards (연방
이민자 신분증)

 Voter Registration or Visa cards 
(유권자 등록증 또는 비자 카드)



신분증확인방법

사업체 내규에 직원들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만든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적절한 신분증 확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은 신분증을 잘못 읽는데서 비롯
됩니다.

 주류 제품을 구매하는것은 “권리”가 아니고
“특혜”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그
차이점은, 신분증 제시 요청시,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나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
해야만 주류제품을 구입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적절한신분증확인

 사업체 내규가 적절한 신분증 확인 절차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적절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신분증을 적절히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신분증상의 용모를 언제나 확인
해야 합니다.



절절한신분증확인
고개들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직접 꺼내서
직원들에게 건내주게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확인

 사업체의 직원들이 세로로
되어있는 신분증을 볼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로로
되어있는 신분증은 21세
미만인 경우 발급 됩니다.

 먼저 사진의 좌측을 확인하고
고객이 언제 만 21세가
되는지 확인 하십시요.  만약
고객이 적절한 연령이 아닌
경우, 판매를 중단, 거부
하시고,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체 내규를 따르게
하십시요.



신분증확인

만약 신분증상의 생년월일이 적절한 연령임을
나타낼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유효일자 – 만약 신분증이 만료된 경우, 판매를 중단, 
거부 하신후, 사업체 내규를 따라야 합니다. (워싱턴주
신분증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시 종이
신분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사진 – 만약 사진이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사진이
아닌경우, 판매를 중단, 거부 하신 후, 사업체 내규를
따라야 합니다.

 외모 묘사 – 외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외선에 노출 시키면, 워싱턴주 인장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신분증확인
신분증에 구멍이 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신분증은, 구멍이 생년월일, 만료일자, 
외모 묘사, 사진 또는 서명등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리지 않는 한 유효 합니다.

만일 신분증에 어떠한 궁금증이라도 있으신 경우,

판매를 중지하십시요!

사업체 내규는 직원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설명 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인인증카드

개별 사업체는 자발적으로 면허인 인증카드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체 내부로 들어와
21세가 넘었다는 적절한 신분증을 보인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의심이 들 경우, 귀하는 해당
손님에게 주류통제국에서 승인된 면허인 인증카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면허인 인증카드는 각 지역의 주류매장이나 주류
통제국 사무실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모든 정보들이 적절하게 기입되었을 경우, 판매자와
면허인은 형법 및 행정법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카드를 작성한 경우, 영어 철자 순서로 배열하고, 
법률 집행 경관의 요청에 대비해, 사업장 내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RCW 66.20.190

WAC 314-11-030

RCW/RCW 66.20.190.doc
WAC/WAC 314-11-030.doc


•1-6번에어떠한신분증이제시되었는가를표시하신후
•신분증번호를적고기타정보를확인한후에
직원이윗부분을작성합니다.

면허인인증
카드사용법

앞면

신분증을
제시한고객이
아랫부분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직원은카드상의서명과신분증의서명이
일치하는지확인해야합니다.



면허인인증카드사용법

뒷면

직원이
• 본인의이름을적고서명한후
• 신분증상의생년월일을기입한후에
• 시간과날짜를적습니다.



법률준수여부수사

 법률 준수여부의 수사는
공공 안전의 위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
됩니다.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 경찰
당국, 그리고 보건국에서
개별 사업체의 법률
준수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Joe’s 

Bar



법률준수여부수사
 미성년자 역할을하는 요원은
나이에 비해 과도하게 성숙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역할을하는 요원은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원들은 그들의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아무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원들은, 만일 나이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경우, 21세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Age 16



민간법률준수여부수사

사업주는직원들의관련법규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개인적으로법률준수여부수사를시행할수있습니다.

• 사업주는반드시주류통제국의사전허가를받아야합니다.

• 사업주는개인적인수사를 위해서현재근무중인직원또는제삼자를
고용할수있습니다.

• 만일직원이사업주가시행하는수사도중미성년자에게금지된품목을
판매하더라도, 그것이직원의첫번째위반이라면사업주는이를이유로
해당직원을해고할수없습니다.

• 견본내규에관해더자세한정보가필요하신분은, 요식업협회
1-800-225-7177 또는각지역주류통제국사무실로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AC 314-21

WAC/WAC 314-21 private compliance.doc


법률준수비율

교육,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률 준수, 
그리고 경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워싱턴주의 법률 준수 비율은 2004년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 관련법규 83%

담배류 관련법규 90%



주류및담배류판매허가
사업체는검열대상입니다

주류 및 담배류 판매 허가를
받은 귀하의 사업체는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 또는
지역 경관이 항시 방문하여
검열할수 있는 대상입니다.

RCW 66.28.090

WAC 314-11-090

RCW/RCW 66.28.090.doc
WAC/WAC 314-11-090.doc


영업시간

관련법규에의하여주류는매일오전
6시에서새벽 2시사이에만판매가
가능합니다.

새벽 2시이후에는주류판매허가
업소에서주류를구입할수없습니다.  

업소밖으로주류를반출하는것은
금지됩니다.

새벽 2시이후주류판매이외의다른
상거래매매는할수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판매시간을규정하는
법을통과할수도있습니다. 
WAC 314-11-070

WAC/WAC 314-11-070.doc


문서보존
주류 판매인은 최근 2년간의 모든 금전
거래 및 사업체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대상

구매 송장 ( 구매 영수증 )
은행 잔고 거래 증명 및 취소한 수표 내역
회계 및 세금 자료
주류 판매 허가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금전 거래 내역
WAC 314-11-095

WAC/WAC 314-11-095.doc


주류재고를구입할수
있는공인공급처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

 식료품점: 맥주 또는 와인을 공인 도매상, 또는
워싱턴 지역의 맥주 또는 와인 양조장에서 구입
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다른 소매상에게서 판매를 목적으로한 주류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주 내의 공인 도매상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한 주류는, 귀하의 사업체 내로
반입이 금지 됩니다.

WAC 314-16-110 and  WAC 314-16-160

WAC/WAC 314-16-110.doc
WAC/WAC 314-16-160.doc


드라이브인및배달서비스금지

귀하는고객들에게, 

드라이브스루를포함하여, 

드라이브인및배달
서비스를통하여주류를
판매또는제공해서는
안됩니다.
WAC 314-11-015

WAC/WAC 314-11-015.doc


실질적인이익관계자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주류판매
면허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에 상관없이 사업체 총 매출의 10% 
이상을 배당 받거나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10,000 이상의 금액을 주류 판매 허가
업소에 투자한 사람

 회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람
WAC 314-07-080

WAC/WAC 314-07-080.doc


소매상/ 비소매상업체의관계

귀하가 맥주/ 와인 도매업자와
상거래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 됩니다.

 제품 수령시 반드시 구매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매업자는 사업체 내부로 주류 제품을 운반, 
냉장고에 제품을 비축, 그리고 가격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판매 촉진을 위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품에는 광고 전단지, 
네온 광고판, 그리고 광고 이외에는 특별한 가치나
의미가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매상/ 비소매상업체의관계

 도매상으로부터 사업체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 음료 및 얼음
분배기, 전등등의 제품에 대해 적정금액을 지불
해야 합니다.  도매업자는 장비, 부착물 또는
어떠한 종류의 동산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 또는
임차하는것이 금지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금지
됩니다.

 브랜드광고이외의사용가치가있는 품목은꼭
그에합당하는적정금액을지불하셔야합니다.  
이들품목은코트, 모자, 냅킨, 잔바침, 술잔등을
포함합니다.

RCW 66.28.010

WAC 314-12-140

RCW/RCW 66.28.010.doc
WAC/WAC 314-12-140.doc


소매상/ 비소매상업체의관계
대금지불방법

현금또는수표

 선불계좌.  판매및구입자모두, 현금계좌가지나치게
연장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선불계좌에관한정확한
자료를보관해야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카드및전자자금이체; 자금이체거래는
반드시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  판매및구입자는
각자의송금수수료를부담해야합니다.  판매및구입자는
거래내역을반드시보관해야합니다.  자금이체거래는
제조업자또는도매업자로부터시작되어야하며, 배송일
익일의영업일이전에이루어져야합니다.
WAC 314-13-015

WAC/WAC 314-13-015.doc


구매비용을충당할수있는
주류판매

 주류 제품 판매시, 귀하는
반드시 주류 제품 제공을 위해
소비된 총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 금액을 청구 해야만
합니다.

 주류 제품은 미끼 상품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WAC 314-52-114

WAC 314-11-085

WAC/WAC 314-52-114.doc
WAC/WAC 314-11-085.doc


주류판매인가없소에서
금지된행위들

 무질서한행위- WAC 314-11-015

무질서한행위를방조하거나, 또는
난폭한고객에게주류판매를허용
또는사업장에머무르도록방치
하는경우.

 음란한행위- WAC 314-11-050

무질서한행위를방조하거나, 또는
난폭한고객을주류판매허용
사업장에머무르도록방치하는
경우.

 불법행위- WAC 314-11-015

워싱턴주법률 9조, 9A조및 69조항
위반.

WAC/WAC 314-11-015.doc
WAC/WAC 314-11-050.doc
WAC/WAC 314-11-015.doc


직원의행동에대한
주류판매인가자의책임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귀하는
사업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벌어질 당시, 
사업체 내부에 귀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 감독, 그리고 좋은 사업체
내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하의 직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근무중주류판매인가자
또는직원의음주금지

 주류 판매 인가자 및
직원들은 사업체 내에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한것으로 판정되는 직원
및 사업주는,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의 주류
판매 인가 업소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WAC 314-11-015

RCW 66.24.320 

RCW 66.24.400

WAC/WAC 314-11-015.doc
RCW/RCW 66.24.320.doc
RCW/RCW 66.24.400.doc


광고
 상호 – WAC 314-52-110

귀하가 광고를 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주류 면허상에 허가된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 광고 금지– WAC 314-52-090

맥주/ 와인 도매업자는 본인들의 상호
광고를 귀하에게 권유 할 수 없습니다.  
맥주/와인 도매업자는 귀하에게 광고
비용을 대신하여 현금, 무료상품등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어떤것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WAC/WAC 314-52-110.doc
WAC/WAC 314-52-090.doc


케그 (양조용나무통) 등록

 케그(5 ½ 갤런 미만의
주류를 담을 수 있는
나무통)를 판매하는 모든
주류 판매 인가 업체는
반드시 케그가 사업장을
벗어나기전에 등록 스티커를
작성하여 케그에 부착
하여야 합니다.

 편의점들은 케그 등록
책자를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으로부터 구매 하여야
합니다.

RCW 66.28.200

WAC 314-02-115

RCW/RCW 66.28.200.doc
WAC/WAC 314-02-115.doc


케그등록스티커의모든
항목이빠짐없이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매자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이반드시
적혀있어야합니다.  

예외는없습니다.

케그가어디에서소비되고
저장될지작성하는부분은
매우중요합니다.  만일이
부분이적절히작성되지
않을경우, 적절히작성되지
않은스티커가케그와함께
발견될시, 케그구매자는
법적인책임을져야할수
있습니다.

케그 (양조용나무통) 등록



케그스티커작성

 구매자가반드시스티커에
서명을해야합니다.

 귀하는케그구매자가
어떠한종류의신분증을
사용했는지반드시기록
해야합니다.

Keg Registration

귀하의사본을검열에대비하여사업체내에최소한
1년동안보관하시기바랍니다.



조명

고객의 출입이 허락되는
사업체 내부의 어떤
곳에서든지, 귀하는
고객의 신분증을 읽고,
고객의 상태를
식별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조명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WAC 314-11-055

WAC/WAC 314-11-055.doc


워싱턴주주류통제국무료
ID/OS 강의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은
주류 및 담배류 판매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귀하 및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은 귀하의
사업체에서 또는 주류통제국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지역 주류통제국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승인된
통합사업자등록증진열

귀하의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 및 기타 경관의
검열에 대비하여 사업체
내부에 전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계산대
뒷편에 진열 합니다.

RCW 66.24.010
WAC 314-11-060
WAC 314-12-030

RCW/RCW 66.24.010.doc
WAC/WAC 314-11-060.doc
WAC/WAC 314-12-030.doc


태아알콜증후군
게시물전시의무

태아 알콜
증후군 게시물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전시
되어야 합니다.

 출구, 그리고/또는
 개별 계산 단말기
주변, 그리고/또는

 주류를 항상 진열
할 수 있는 장소.

WAC 314-11-060
Get extra signs from the WSLCB Enforcement Office.

귀하의사업체에태아알콜증후군에관한게시물이확연히
보일수있게전시해야합니다.

WAC/WAC 314-11-060.doc


담배류게시물전시의무
 귀하가 담배류 판매 인가를
받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담배류 관련 게시물을
각각의 계산 단말기 주변에
전시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담배류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계위에 반드시
게시물이 부착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계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담배류 판매 기계는 반드시
입구로부터 1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Get extra signs from the WSLCB Enforcement Office.

RCW 70.155, WAC 314-10-020, WAC 314-11-060

RCW/RCW 70.155.doc
D:/Final Briefings 9-05/Grocery Store/Chapter 70.155.doc
WAC/WAC 314-10-020.doc
D:/Final Briefings 9-05/Grocery Store/WAC 314-10-020.doc
WAC/WAC 314-11-060.doc


미성년자직원고용
그로서리 (편의점)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직원은 21세
이상의 직원이 감시, 감독할경우 주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재고 정리 및
판매를 포함하여, 어떠한 주류제품의
취급도 할 수 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맥주/와인을 구매자 동반시 구매자의
차까지 운반 해 줄 수 있습니다.

RCW 66.44.340

WAC 314-11-040

RCW/RCW 66.44.340.doc
WAC/WAC 314-11-040.doc


봉지사용규정

규정은없습니다.

주류제품은귀하가판매할경우봉지에
반드시담아야하는것은아닙니다.



워싱턴주주류통제국의허가를
받아야하는변경사항

 개인 사업체:
결혼 여부의 변경 내용이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주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주요 임원은 주로 사장, 부사장, 서기관, 또는 회계 담당자를
말합니다.

10% 이상의 발행 주식이 단일 단체에게 매도 된 경우; 
또는 단일 단체가 10% 이상의 발행 주식을
누적 구매할 경우.
WAC 314-07-080

WAC/WAC 314-07-080.doc


워싱턴주주류통제국의허가를
받아야하는변경사항

 사업체주소변경 –귀하가사업체를다른

장소로이동할경우주류통제국의사전

허가를받아야합니다.

WAC 314-07-085

 상호변경 –귀하가주류판매허가를받은

후상호변경을원할경우주류통제국에

신청을해야합니다.

WAC 314-07-090

WAC/WAC 314-07-085.doc
WAC/WAC 314-07-090.doc


워싱턴주주류통제국의허가를
받아야하는변경사항

귀하가 사업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는 경우, 
사업체 구입자는 반드시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에
새로운 주류 판매 허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직 귀하만이 본인의 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개인 사업주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RCW 66.24.025

WAC 314-12-070

RCW/RCW 66.24.025.doc
WAC/WAC 314-12-070.doc


연회허가증
 연회 허가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귀하가

원하는 경우, 귀하의 주류 판매 인가
업소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연회 허가 하에 개인 또는 단체는 주류를
주류 판매 인가 업소로 반입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봉사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회 허가가 승인된 사업체 내에 일반
대중이 있는것이 유효한 경우, 허가 받은
구역은 반드시 일반 대중이 있는 구역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연회 허가에 주류 판매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증류주/맥주/와인 판매 면허 소지자는
본인의 주류 제품을 연회 허가 지역에 비치
할 수 없습니다.

 판매 면허 소지자는 모든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WAC 314-18

WAC/WAC 314-18 banquet permits.doc


특별행사허가증

특별 행사 허가증은 비영리
기관이 특정한 시간, 날짜, 
장소에 주류 제품을 판매 할
수 있게 하는 허가입니다.

허가증은 하루 한 장소에
한해 $60.00 입니다.

신청 접수 처리기간은 보통
45일 정도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류 섭취가
허락된 지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특별행사허가증

 모든 주류 제품은 개인이 마실 수 있는 양으로 지급
되어야 인가된 지역내에서 섭취가 허락 됩니다.

 허가와 동시에, 맥주/와인은 원래의 포장 상태대로 반출
판매가 가능합니다.

 모든판매수익은, 서비스제공을위한적절한비용을
제외한후, 비영리단체의은행구좌로직접입금되어야
합니다.

 워싱턴주주류통제국은단체가실질적인이해

 관계자가누구인지, 워싱턴주의행정법법규를
만족시키는단체인지, 그리고선의의비영리
단체인지등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서류를요청

할수있습니다.

 모든증류주는반드시워싱턴주에서운영하는
주류상이나인가업소에서구매되어야합니다.



특별행사허가증
 맥주 및 와인은 반드시 맥주 또는 와인
도매업자에게 구매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격증을 소유한 맥주 및 와인 양조
업자, 타주 양조업자등은 주류 제품을, 
501(C)(3) 조항을 만족하는, 특별 행사 허가
소지자에게 기부 할 수 있습니다.

 양조업자, 수입업자, 그리고도매상은맥주또는
와인을광고하고공급하고, 분배하는맥주또는
와인시음장소또는평가행사를개최할수
있습니다.  위의업자들은현금, 상품또는서비스를
특별행사허가소지자에게제공할수없습니다.

 비영리단체의임원, 이사, 그리고/또는주주는
양조업자, 주류수입업자, 또는주류도매상에이해
관계가있어서는안됩니다.



특별행사허가증

•주류판매면허소지자는, 특별행사허가증소지자에게주류판매에
관해서청구해서는안되지만, 장소사용료, 봉사료등은청구할수
있습니다.

•주류판매면허소지자는반드시특별행사허가서소지자가사업체로
주류를반입할수있다는것을표시하는특별행사신청서에서명해야
합니다.

•예정된행사일에면허가정지되어있는업소에서의특별행사허가신청은
허락되지않습니다.

RCW 66.24.320, RCW 66.24.380, WAC 314-05-020, WAC 314-05-025, WAC 314-05-030

만일특별행사가주류판매인가업소에서있을경우, 특별
행사는반드시일반대중에게공개된장소에서분리된
곳에서행해져야하며, 주류판매인가업소의주류는특별
행사가있는장소에서판매되어서는안됩니다.

RCW/RCW 66.24.320.doc
RCW/RCW 66.24.380.doc
WAC/WAC 314-05-020.doc
WAC/WAC 314-05-025.doc
WAC/WAC 314-05-030.doc


담배
담배소매상에관한법률

기타담배류는시가, 씹는담배그리고담배가
아니지만담배성분을포함한제품을말합니다.

• 만일귀하가담배가아닌기타담배류를판매
하는경우, 귀하는반드시 Cigarette License(담배
허가증) 이외에 Other Tobacco Product 

License(기타담배허가증)을따로받아야합니다.  

면허에관한문의사항은워싱턴주주류
통제국으로연락하십시요.

• 귀하는반드시담배류소매상허가를받아야
합니다.  담배류판매허가는기타담배류
판매까지포함합니다.

RCW 82.24.500 and RCW 82.24.090

RCW/RCW 82.24.500.doc
RCW/RCW 82.24.090.doc


담배주
담배및기타담배류소매상에관련된법규:

•모든제품은반드시워싱턴주공인도매상에서
구입하셔야합니다.

•모든담배제품구매를나타내는구매송장은
사업체내에최소 5년간보관되어야합니다.

•사업체내부의모든담배에는반드시워싱턴주
수입증지가있어야합니다.

•Pack으로되어있는담배를개봉하여서, 

까치단위로판매를하는것은불법입니다. 

RCW 82.26.080, RCW 82.26.170, RCW 70.155.040

RCW/RCW 82.26.080.doc
RCW/RCW 82.26.170.doc
RCW/RCW 70.155.doc


담배

아래는워싱턴주담배검인입니다.



담배

자판기에서담배구입:

담배자동판매기는반드시 18세이상의
성인의출입이허가된장소에비치되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는입구에서최소한
10피트밖에위치해야합니다.

귀하가담배를자동판매기를통해판매
한다면, 개별판매기는반드시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모든담배자동판매기는미성년자경고
표시판을부착해야합니다.
RCW  70.155

RCW/RCW 70.155.doc


인터넷거래
워싱턴주주류통제국은인터넷면허을부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거래를하기전아래와같은
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주류판매면허에반드시사업체
이외의판매를허용한다는내용의조항이
있어야합니다. 

•귀하는반드시재고상품을사업체내에
비치해야합니다

•주류판매는귀하의사업체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주류판매는반드시 21세이상의성인에게만
허용되어야합니다.



인터넷거래

배송은 21세이상의성인이받을수있습니다.

•미국내의개별주및외국은주류반입을법으로
규제하고있습니다.  귀하자신을보호하기위해서, 

배송하기전에귀하께서는반드시해당주또는
국가의관련법규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귀하는반드시주류가배송된다는것을명확히
표시하여배송해야합니다.

•귀하는반드시주류배송을허용하는배송업자를
선정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귀하의 주류 판매 면허 허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이나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지역 주류 통제국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많은 질문들에 관한
답변을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아래의 시간에 운영 됩니다.
Bellingham Enforcement Office Bremerton Enforcement Office 

Phone: (360) 676-2073 Phone: (360) 478-4500

Office Hours: 8:00-12:00 Office Hours: 8:00-12:00

Pasco Enforcement Office

Phone: (509) 543-3300

Office Hours: 9:00-1:00

아래 지역 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에서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1시에서 5시 까지 입니다.

Everett Enforcement Office Seattle Enforcement Office

Phone: (425) 513-5114 Phone: (206) 464-6094

Olympia  Enforcement Office Tacoma Enforcement Office

Phone: (360) 753-6271 Phone: (253) 471-4589

Spokane Enforcement Office Wenatchee Enforcement Office

Phone: (509) 625-5513 Phone: (509) 662-0408

Vancouver Enforcement Office Yakima Enforcement Office

Phone: (360) 260-6115 Phone: (509) 575-2763

Web Site: http://lcb.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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