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면허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하지 못할 때 
 
지방 관계당국으로부터 반대가  
있을 때 
 
업소로부터 500 피트 안에 위치한  
교회, 학교 또는 다른 공중기관으로 
부터 반대가 있을 때 
 
자금 출처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중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때 
 
주류나 담배법과 관련하여 중죄나  
경범의 판결을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어 주류 법과 규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을 때 

 
 
 

주류 통제 국 
Liquor Control Board 

Licensing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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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State  
Liquor Control Board 

워싱턴 주 주류 통제 국 
 

How to Apply for a 
Liquor License 

 
주류 면허 신청 
안내서 

 
 
 

주류 통제 국의 직원들은 귀하의 
면허 신청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면허 신청서와 주류 통제 국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안내 
지시 사항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iq.wa.gov/


 
보통 주류 면허를 받는 기간은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됩니다.  일단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 
의 주 면허부(Master License Service)로  
주 신청서 (Master Application)와 보충 주류 면허 
신청서 (Liquor Control Board Addendum)를 
접수시키면 처리가 시작됩 니다.  
 
 
주 신청서 (Master Application)와 주류 통제 국 
보충 신청서 (Liquor Control Board Addendum) 
 
 
주류 면허는 주 사업자 등록면허(Master License) 
에 배서(endorsement)되는 면허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면허를 신청하실 때는 주신청서(Master 
Application)에 보충 주류 면허 신청서(Liquor 
Control Board Addendum)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주 사업등록 면허가 있다고 해도 
면허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주 
신청서를 새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첫번째 순서.  우선, 주 신청서와 주류 통제 국 보충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십시오.  귀하께 
해당하는 면허종류와 수수료는 주류 면허 종류와 
수수료 안내서(Liquor License Description and Fee 
Information Sheet)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주류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는 이어서 
계속 읽으시고, 아닌 경우는 두 번째 순서로 건너 
뛰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소를 인수 
하시는 경우라면 임시 주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은 
전화 인텨뷰를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임시면허 
신청서의 수수료는 $50입니다.  수표는 
Washington State Treasure 앞으로 하여 주십시오.  
(추가의 수수료는 두 번째 순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순서: 주 신청서와 주류 통제 국 보충 
신청서를 작성 한 후 해당하는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반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주십시오.  모든 수수료는Washington State 
Treasure 앞으로 작성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주류 면허 수수료중 $75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재정법전 66.24.015) 
 

중요사항:  주류 면허 절차는 완성된 주 
신청서와 주류 통제 국 보충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시작됩니다.  이때에 이 두가지 
신청서 외 다른 서식들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순서: 일단 주류 통제 국에서 귀하의 주류 
신청서를 받게 되면, 2주안에 전화 인텨뷰를 하게 
됩니다.  이 전화 인텨뷰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금 출처에 관한 서류 
 임대에 관한 서류 
 Affidavits(선서서) 
 구매 계약서 
 파트너 체결 동의서 
 Franchise (독점 판매권) 동의서 
 Floor Plans (업소 도면) 
 신상/범죄 기록서 

 
면허 발급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요구한 
서류들은 기한 내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순서: 주류 통제 국은 신청자의 사업체가 
위치하는 시 또는 카운티 등의 관계당국으로 주류 
면허 신청에 관하여 알리면서 관계당국의 의견을 
묻습니다.  관계당국은 이에 승인 또는 반대의 
의견을 20일 안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근방의 주민들에게 통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문등의 미디어를 통해 주류 면허 
신청사실을 통보합니다. 주민들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면허를 받는 장소나, 업소이전, 
또는 현 면허를 개종하는 경우, 지역담당 
주류 통제 국 에이전트는 현장에 공중통보 
서 (Public Notice ) 를 14일간 게시합니다.  
주민들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담당 주류 통제 에이전트는 공중 
통보서를 게시함과 함께 업소 근방에 학교, 
교회, 어린이 놀이터 아니면 다른 공중 
단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관이 500 피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 통제 국에서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주 법률에 의하면 
500 피트 내에 있는 공립학교는 주류 판매 
면허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사항:  주류 통제 국에서는 
주류 면허 발급의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데 있어 접수된 
모든 반대나 지지의 의견을 
반영시킵니다.  

 
다섯 번째 순서: 주류 판매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하여, 신청자는 반드시 주류 법규와 
규정에 관한 브리핑(Briefing)을 받아야 
합니다. 이 브리핑은 면허인의 책임중 21세 
미만의 사람과 술에 취하여 보이는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책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면허 신청자는 최대한 
빨리 지역담당 주류 통제 에이전트와 
연락하여 브리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역 사무소와 전화 
번호는 전화 인텨뷰 후 보내드리는 보충 
서류 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립니다.  
 
면허 발급 승인서 (Approval Letter )는 주 
면허국 (Master License Service)으로부터 
주류 면허가 배서된 정식면허를 받을 때 
까지 30일동안 임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