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State Liquor Control Board  주류 통제 국 

Checklist for Completing a Personal/ 
Criminal History Statement 

 
개인 신상서 Personal/Criminal History Statement 작성시 이 체크 리스트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미완성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서식은 면허처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 서비스 (360) 664-1600로 연락하십시
 

 서식의 모든 란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반드시 “N/A,” 즉 “해당사항없음.”으로 적으십시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영주권이나 비자번호를 적으시고 또는 이와 관
첨부 하십시오 

 지난 10년간의 거주지를 확실하게 적어 주십시오.  거주지가 미국내가 아니었더
10년간의 거주지를 적으십시오. 

 지난 10년간의 직업에 관해 적어 주십시오.  근무지가 미국내가 아니었거나 또는
경우도 포함하여 10년간을 적으십시오.   

 범죄기록 란에 “YES” 아니면 “NO”중 하나를 확실히 표시하여 주십시오.  

 범죄 기록란의 Criminal History Statement 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생략하거나 빠뜨리는 경우는 이를 숨긴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의 *점수가 가산됩
*점수: 주류 통제 국에서는 위법내용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면허발급여부
 모든 위법사항을 적으시되 청소년때도 포함하십시오..   
 교통법 위반티켓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티켓을 받은 장소나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시되,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으셔도 됩니다. (지난 20년인 경우) “various speeding/parking tickets over th

 적을 공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른 종이에 추가로 적으신 후에 Personal
History Statement (개인 신상 조사서)에 첨부하십시오  

 
 서식에 날짜와 서명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서명한 장소도 적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입니다    
Sole Proprietor 자영업자: 개인이나 결혼한 부부 

Partner파트너: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들)과 계약을 맺은 사람 

LLC Member 엘엘씨 멤버: 유한 채무회사의 멤버 

LLC Manager: 엘엘씨 매니저: 유한 채무회사의 매니저 

Spouse 배우자: 자영업자, 파트너 또는 유한 채무회사의 멤버 또는 매니저의 배우

Corporate Officer  주식회사 임원: 주식회사에서 직위를 가진 임원 

Stockholder 주식 소유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Financier 재정인: 사업체에 기금을 대여하였거나, 선물로 주었거나 또는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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