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TAIL LICENSEE BRIEFING  

소매 면허인 브리핑 
 

 
면허인(License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허 번호(License No.):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Trade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허 종류(Cla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반 상식(General Topics) 
 
 새 면허인 프로그램 New Licensee Program 
 면허를 받은 업소의 검열권리 Licensed Business 

Open to Inspection-RCW-66.28.090 & WAC 314-11-090 
 컴플라이언스 체크 Compliance Checks 
 운영시간 Hours of Operations (6:00 a.m. – 2:00 a.m.) 

WAC 314-11-070 
 영업기록 2년간 보관 Record Keeping-2 years 

records-WAC 314-11-095 
 면허에 승인된 용도내로 술 판매 Liquor Sales 

Authorized by Licensee’s Particular License-WAC 314-11-
065 

 “창구판매” 또는 “컬브 서비스” 금지 No “Drive 
In” or “Curve Service”-WAC 314-11-015 

 진정한 소유자-10% 규칙 True Party of Interest-10% 
rule-WAC 314-12-030 

 면허에 승인된 용도내로 술 판매 No liquor other 
than provided by license-WAC 314-11-065 

 소매업자/비소매업자의 거래 Retail/Non-Retail 
Relationships-WAC 314-12-140, RCW 66.28.010 

 술 판매가-원가포함 필수 Sale of Liquor to cover 
cost of acquisition-WAC 314-52-114, WAC 314-11-085 

 술에 취한 듯한 사람에게는 술의 판매, 소지 
또는 소비금지 Sales to Apparently Intoxicated Persons-
No sale, possession or consumption of alcohol by 
apparently intoxicated person allowed-RCW 66.44.200 and 
WAC 314-11-035 

 면허업소에서의 행위 Conduct on the Licensed 
Business 

o 정숙하지 못한 행위 Disorderly-WAC 314-
11-015 

o 음란한 행위 Lewd conduct-WAC 314-11-015 
o 불법적인 행위 Illegal activity-WAC 314-11-

015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면허인의 책임 Licensee 

responsible for acts of employees-RCW 314-11-015 
 면허인과 종업원은 근무중 음주 금지 No 

drinking on duty by licensee or employees-WAC 314-11-
015 

 

 
 
 
 개봉된 술병소지 Open containers RCW 66.44.100 and 

WAC 314-11-065 
 알코올 음료 성분대체 금지 No substitution of drinks-

WAC 314-11-080 
 광고 Advertising 
 상호 Trade Name 
 합작 광고 No Joint advertising 
 조명 Lighting WAC 314-11-055 
 케그 등록 Keg Registration RCW 66.28.200, WAC 314-02-

115 
 필수 알코올 접대자 허가증 Mandatory Alcohol Server 

Training-WAC 314-17-060 
 사립 교육자들 On Premises from private companies 
 통제 국의 무료교육 Free LCB training classes available-

intended for grocery store 
 
 
 

필수 사인 조건 Signage Requirements 
 

 면허 게시(주 사업자 등록 면허) Display of 
License (Master License with Liquor endorsements) RCW 
66.24.010 and WAC 314-11-060 and 314-12-030 

 미성년자 출입금지 사인 Minor posting signs must 
be displayed-WAC 314-11-060 

 태아 알코올 증후군 사인 FAS/FAE signs required-
WAC 314-11-060 

 필수 토바코 사인(해당하는 경우) Tobacco sign 
required (if appropriate) -RCW 70.155.020 WAC 314-10 

 
 

 
LIQ 325-60-3/03 (Korean)            2-1 



미성년자 제한과 나이 확인 (Minor Restrictions and 
Age Verification)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판매금지 Sales to 

Minors-No sales of Alcohol to Person Under 21 Years of 
Age-RCW 66.44.270, WAC 314-11-020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Acceptable Forms 
of Identification-WAC 314-11-025 

 면허인 증명카드 Licensee Certification Cards-RCW 
66.20.190 WAC 314-11-030 

o 해당 리커 스토어에서 무료로 공급 
obtain at local liquor store or agency-free 

o 법적인 책임해제 legal protection from 
criminal charge 

o 알파벳 순으로 철하여 보관함 filling 
alphabetically suggested 

 미성년자 고용 Minor Employment-RCW 66.44.340, 
WAC 314-11-040 

o 그로서리 Grocery Store 
o 레스토랑 Restaurant 

 미성년자 금지 구역 Restricted areas-off limits to 
minors RCW 66.44.310 

o 태번 Tavern WAC 314-02-070(2) 
o 탭룸 TAP Room WAC 314-02-050 
o 라운지 Lounge WAC 314-02-025 
o 밤 10시 규칙 10PM Rule 

 미성년자 종업원 Minor musician/other employees-
RCW 66.44.316, WAC 314-11-040, WAC 314-11-045 

o 음악인/디스크자키 musician/disc jockeys 
o 경비원 security 
o 기계장치인 mechanical devices 
o 청소원 janitorial 
o 법 집행관 law enforcement 
o 식당 종업원 bus people 

 

승인을 요하는 구조변경 (Changes Requiring 
Approval) 
 

 개조/영업활동 추가(지방정부 승인을 요함) 
Alterations/Added Activities-(Local permit may be 
required) RCW 66.28.080 

o 통제 국에 통보-Notice to Board Required 
 결혼상태의 변경 Changes in Marital Status-WAC 

314-12-020, WAC 314-12-030 
 주식회사 임원변경 Change of Corporate Officers-

WAC 314-12-030, WAC 314-12-070 
 주식소유자변경 Changes of Stockholders RCW 

66.24.025 and WAC 314-12-070 
 상호변경 Changing Trade Name-WAC 314-12-100 
 면허인수 Assumption of License-RCW 66.24.025 

 
 
면허종에 따른 규칙 (License Type Specific Rules) 
 

 특정한 면허종 승인 Specific Class of License Being 
Issued RCW 66.24 

 양주, 맥주 와인 음식점의 회계조건 Spirits Beer 
& Wine Restaurants Accounting Requirements 

o 통제 국을 통해 구입한 양주만 
업소내에 소지할 수 있음 No spirituous 
liquor on premises not purchased from the Board 

o 양주, 맥주, 와인 음식점 S/B/W 
Restaurants RCW 66.24.440 and WAC 314-13-
010 

o 음식(메뉴)제공조건 Food Service 
Requirements WAC 314-02-035 

 비영리기관 특별 면허 Special Occasion Licenses-
WAC 314-18 

o 일년에 12회 허용 Limit of 12 events per 
year RCW 66.24.380 

 연회허가 면허 Banquet Permits-RCW 66.20.010 and 
WAC 314-18 

o 면허를 받은 업소에서 사용불가 Not 
allowed on own premises WAC 314-18-030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면허 신청인) 주류 면허인과 종업원을 위한 면허인 
안내서 (Handbook for Liquor Licensees )를 받았으며, 본인이 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주류 
법과 규칙을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의 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하며, 특별히 술에 취한 사람에게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AGENT PROVIDING BRIEFING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면허인 서명 Licensee Signature                                                                     Agent Name (Pri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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