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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or Control Board Addendum – Retail  
주류 통제 국 보충 신청서(소매업) 

 
이 서식은 반드시 주 면허 국의 주 면허 신청서(Master Application)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 면허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배우자의 이름과 소셜시퀴어리 넘버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으시고 
배우자가 없으시면 N/A 로 적으십시오. 미완성된 서식은 면허발급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주류 통제 국의 고객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360) 664-1600 

 
영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신청자 성명(applicant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language assistance in Korean)?    Yes      No 
3.  현재 주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십니까 (Is this an assumption)?    Yes     No 
 그렇다면 주류면허 번호와 면허류를 적어주십시오(current licensee’s license number and cla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현재 면허를 받은 업체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십니까 (moving to new location) ? 
 그렇다면, 새로운 장소의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address of new loc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질문이 있을 경우 연락할 분의 성명을 적어 주십시오 (contact person’s name):_______________ 
 주소(addre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contact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집 전화번호(home phone #):__________ 

6.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premises located on): 
 인디언 부족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tribal land)?    Yes      No 
 그렇다면,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name of trib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방정부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federal land)?    Yes      No 
 그렇다면, 연방정부 단체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name of federal ent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구 권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port authority land) ?   Yes      No 
 그렇다면, 소속된 항구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name of port author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동차 경주장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automotive track)?    Yes      No 
 그렇다면, 경주장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of trac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페어그라운드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fairground property)?    Yes      No 
 그렇다면, 페어그라운드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of fai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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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허 신청자 및 배우자중에 맥주, 와인 또는 양주를 제조하거나, 배급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와 
금전적 또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Yes      No 
Does any applicant or spouse have any interest, financial or otherwise, in any manufacturer, 
distributor, or importer of beer, wine, or spirits? 
 

8. 맥주, 와인 또는 양주를 제조하거나, 배급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와 귀하의 사업체와 금전적 또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Yes      No 
Does a manufacturer, distributor, or importer of beer, wine or spirits have any interest in your business, 
financial or otherwise? 
 

9. 면허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중에 맥주, 와인 또는 양주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 있습니까?     Yes      No 
Is any applicant or spouse employed by a manufacturer, distributor, or importer of beer, wine or 
spirits? 
 

10. 개인 자영업자나 합작회사로 주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면허나 영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허신청인이나 배우자, 모두, 워싱턴 주에 적어도 일개월은 거주한 후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적어도 일개월은 거주하셨습니까?  

 Yes      No
For sole proprietorship or partnership applications:  Have the sole proprietor and spouse or each 
partner and spouse resided in Washington State at least one month prior to filing this application?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양주, 맥주, 와인 음식점 

For Spirits, Beer, and Wine Restaurant Seasonal Locations: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면, 운영기간을 아래의 분기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월-2월-3월 (January-February-March)  7월-8월-9월 (July- August- September) 
 4월-5월-6월 (April-May-June)  10월-11월-12월 (October-November-December) 

 
 

양주, 맥주, 와인 음식점 면허사본 
For Spirits, Beer, and Wine Restaurant Duplicate Licenses: 

 
 
1. 양주, 맥주 와인 음식점으로써 같은 건물내에서 여러개의 별다른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 터미널 (Airport terminal)  국민회관 (Civic center) 
 개인소유이나 공중을 위한 건물로, 여러 음식점이 각각 별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Privately 

owned facility open to the public, which contains multiple buildings with separate dining facilities) 
 
2. 몇개의 사본이 필요하십니까? How many duplicate licenses do you want?  
수수료는“Liquor License Fee Information and Description She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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