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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ay Temporary Liquor License Application 
 

 60일 임시면허 신청서  (수수료$50) 

                                   

• 현재 주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시면 임시주류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면허인과 
동일한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임시 면허는 현재 면허인의 면허로 60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의 면허가 60일 안에 만기되면 임시 
면허도 현재 남아 있는 기간동안만 유효하게 됩니다.) 
 

• 임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모든 신청인의 범죄기록조사가 완성, 통과되어야 하며. 
  -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 검토되어야 하며 (“How to Apply for a Liquor License” 주류 면허를 
취득하는 법에 관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주류 통제 국 직원으로부터 주류 법에 관한 교육 (Briefing, 브리핑) 을 받으셔야 합니다.. 
 
Current Licensee Information 현재 면허인 정보 
Trade Name 
상 호       

주류 면허 종 
Type of Liquor License       

주류 면허 번호 
Liquor License No.       

 
만기 일 
Expiration Date       

 
면허 업소의 주소 
Address of Licensed Premises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 4 
 

 
워싱턴 주 주류 통제국의 승인과 함께, 본인은 신청인(들)이 임시면허를 받음과 동시에 본인의 면허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혹시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을 인정합니다. 

                     
 Date 날짜  Signature of Current Licensee 현재면허인 서명  Name of Current Licensee (please print)현재 

면허인 성명 
 

 
 

  Title 직책  Contact Phone Number of Current Licensee  
현재 면허인의 연락처 

 
Applicant Information 신청인 정보 
  

본인은 거짓을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임시면허를 취소 또는 거절받기에 충분한 사유가 됨을 이해합니다.  또한 
임시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면허 발급이 보장된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만일 60일 안에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 주류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됨을 이해하고, 현 면허인이 다시 인수하던지 아니면 본인은 주류판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번째 60일 임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로써,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주류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임시 면허가 유효한 한 현 사업체의 기존 상태를 모두 유지할 것이며,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 
 
Date 날짜 
 
      

Signature of Applicant (sole proprietor, partner, corporate, 
officer, or LLC member) 신청인 서명 
      

Name of Applicant (please print) 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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