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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Wine Specialty Shop Inventory Acknowledgment 

맥주/와인 스페셜티 샵 재고 인정서 
 

A minimum of $3,000 wholesale value of beer and/or wine must be maintained at all 

times (RCW 66.24.371). 최저 $3,000 상당의 도매가격으로 맥주와 와인 상품 재고를 항상 

보유해야 함 (재정법 66.24.371) 

 
 

 
Estimated cost of beer and/or wine inventory 

맥주와 와인의 재고 추정액: 

 

$       

 

Customers may sample two ounces or less of beer and/or wine for the purpose of 
sales promotion, if the primary business is the sale of beer and/or wine at retail and 

만일 주업종이 맥주와 와인판매라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2온스나 그 이하의 

맥주나 와인의 양을 시음을 할 수 있는데,  
  

  Gross retail sales of beer and/or wine exceed fifty percent of gross sales for the entire 

business. 맥주나 와인의 판매량이 업소전체 판매량의 50%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a. Samples may be free or for a charge.  No more than one sample of any 

single brand and type of beer and/or wine may be provided to a customer during 

any one visit to the premises. 시음은 무료로 제공될 수 있으나, 동일한 맥주나 와인 

브랜드나 종류일 경우  손님의 업소 방문당 한번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b. Wineries or Breweries cannot bring in their own inventory to your store for 
sampling or be involved with the pouring of samples.  They may present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맥주나 포도주 양조장면허인은 자기들의 제품을 직접 

소매업소에 가져와서 술을 따라주는 등의 시음할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교육용 

설명회는 할 수 있다.    
  

 OR 아니면 
 

 The licensed premises conducts bona fide cooking classes for the purpose of 

pairing beer and/or wine with foo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면허업소에서 맥주나 와인을 사용하여 요리강습을 할 수 있다: 
 

a. You must provide the Board’s Enforcement and Education Division a list of all 

class participants 주류 통제국의 시행 교육부에 요리강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b. Class participants must be charged a fee for the cooking course 요리강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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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ampling of beer and/or wine must be limited to a clearly defined area of the 

premises 맥주나 와인의 시음은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d. Scheduled cooking classes during which beer and/or wine samples will be served 

맥주나 와인 시음은 정해진 요리강습시간에만 허용되며. 

e. You must notify the Board at lease forty eight (48) hours in advance if classes are 

added 만일 추가의 요리강습이 있을 시엔 적에도 48시간 전 에 주류 통제국에 

연락해야 한다. 

f. The sampling conditions outlined above in a and b also apply 위에 명시된 

시음조건 a와  b가 해당된다. 

 

I certify by my signature below that I/we currently meet and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above requirements as long as I/we hold a Beer/Wine Specialty Shop license. 
 

본인은 아래의 서명과 함께 내가/우리가 맥주/와인 스페셜티 삽 면허를 소지하는 이상 위의 

사항을 지금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Print Name 성명 

 
 
 

             

Signature of Applicant (Sole Proprietor, Partner, Officer, LLC Member/Manager) 

서명(자영업자, 파트너, 임원, 주식회사의 멤버나 매니저) 

 Date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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