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접대자허가증이란?
1995년
주
의회에서는
알코올을
접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Mandatory Alcohol Server Training
(MAST)): 필수 알코올 접대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주류 통제 국에서 공인을 받은
사립
프로그램으로써
이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알콜접대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RCW 66.20.300 과
WAC 314-17을 참조하십시오. 이
알코올 접대자 허가증에는 두종류가
있으며, 각각 5년간 유효합니다.
1. Class 12 Mixologist Permit
(클래스 12-믹살라지스트 퍼밋) 은
21세가 넘은 사람에게 발급되며
면허인,
매니저,
바텐더
그리고
시음을 행하는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또한 클래스 13을 소지한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양주, 맥주, 와인을 파는 식당에서는
클래스 12를 소지한 종업원이 적어도
한명은 항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Class 13 Servers Permit
(클래스 13, 설버스 퍼밋) 적어도
18세가 된 사람으로 신분증 검사와
손님의 접대, 손님의 테이블에서
맥주나 와인을 가져다가 글래스에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퍼밋을 소지한 사람은 술을 섞거나
탭에서 따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접대자 허가증은 업소에
채용된 날로부터 60일안에 취득해야
합니다.
60일
이후부터
접대자

허가증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이 접대자 허가증은 갱신이 되지
않으며 만기되기 전에 새로 교육을
받아 허가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 접대자 허가증 프로그램에
관한 주류 통제국의 의무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준을 설정,
심사, 승인하며, 트레이너의 자격을
심사, 승인하고, 교육이 규정되로 잘
이행되는지
감독하며,
발행된
허가증을 기록, 관리합니다.
다음은 통제 국 소관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여 접대자
허가증을 발행하는 일.
 스케쥴이나 수수료를 정하는 일.

한 후에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제
국의 MAST program 매니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는
(360)-664-1727 입니다.
허가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통제
국에 연락하거나 담당 트레이너에게
연락하여 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접대증을 취득하려면
퍼밋은 알콜접대자 필수 교육(MAST)을
받으시고 시험에 통과 하시면 교육을
제공한 회사에서 퍼밋을 발급해
드립니다. 아래의 사립업자들은 주류
통제국에서 승인한 업체들이며 이중 한
회사를 선택하여 교육을 마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교육하는 업체는
없지만, 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교육을
받은
트레이너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지불한 수수료의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교육을 받을 당시 21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클래스 13을 받지만, 21세가
되면 클래스 12로 바꿀 수 있으므로
21세가
되면
담당
트레이너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증은 종업원의 자산이며 업주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 허가증은 리커
에이전트나 경찰이 요구할 때는 다른
신분증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 법에 의하면 교육을 받은 후
트레이너나 온라인 프로바이더는 30일
이내에 접대자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트레이너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에게 연락을

#1 ALERT Online
www.1Alert.com - Online
National Licensing Association (NLA)
Contact@1alert.com or (425) 651-4250
#1 ALERT
www.1Alert.com - Classroom
National Licensing Association (NLA)
Contact@1alert.com or (425) 651-4250
Serving: King, Pierce, Snohomish, Clark,
Island, Mason, San Juan, Skagit, Thurston, Whatcom
Call for minimum class size Spanish classes
available
@ A Moment’s Notice Online
mastnotice@gmail.com
www.washingtonmastalcoholserverpermits.com
(253) 722-3788
A+ Alcohol Server Education
www.washingtonmastpermits.com (877) 740-5509
AACEA questions@aacea.com
http://aacea.com/wa/ (888) 865-1900

ABC Bartending Academy
http://www.abcbartending.com/
(425) 656-0600 King County

AlcoSmart Training & Consulting
http://www.alcosmart.com
(206) 219-9123 King County
English, Mandarin and Cantonese classes available
ALES
alesclasses@gmail.com
(206) 856-0062

http://www.aleswa.com/

ART
http://www.alcoholresponsibilitytraining.com
(509) 536-7567
Spokane, Whitman, Garfield, Walla Walla, Franklin, Benton,
Yakima, Adams, Grant, Douglas, Ferry, Stevens, Columbia,
Asotin, Lincoln, Columbia, Pend Oreille, Okanogan, Chelan
Spanish classes available
Alcohol Server Training By Kevin the Wine Guy
www.alcoholserverpermit.com
(206) 753-8021
King (daily), Classes available in Western Washington
Call for minimum class size
ASC
www.WashingtonAlcoholTraining.com
(800) 732-4135
Bartending Academy of Tacoma
http://www.tacomabaracademy.com
(253) 474-0330 or (206) 898-2369
Pierce, Thurston, Mason, Lewis, King, Snohomish
Call for minimum class size
Bartending College
http://www.seattlebartendingcollege.com
(206) 767-5000 or (800) Drink51
King, Pierce, Snohomish, Thurston, Skagit, Whatcom
Call for minimum class size
Bartending Supply Co.
http://www.bartendingsupply.com
(425) 391-3780
Classes available in Western Washington
Call for minimum class size
BASE
(509) 422-1530
Okanogan, Chelan, Ferry - Call for minimum class
size
BoozeClooz LLC
http://www.boozeclooz.com
(206) 325-0300 King County (Seattle)

Cheryl’s LAST CALL
http://www.cherylslastcall.com
(360) 458-2240
King, Pierce, Snohomish, Thurston, Clark, Kitsap,
Clallam, Mason, Grays Harbor, Cowlitz, Lewis,
Whatcom, Skagit, Island
Spanish classes available
Critical Skill MAST Program
(877) 734-0431
Classes available in Eastern Washington
Spanish class available

Hospitality Consultant 101
(509) 910-2511
state-wide-classroom
LRAST
www.lenriggs.com (888) 865-1900
Classes available state wide - Call for minimum class
size

MANDATORY ALCOHOL
SERVER TRAINING
(MAST)

MindLeaders Inc./Skillsoft
http://www.mindleaders.com/ (877) 545-5763
Patty Ferguson Consulting
patfergusonconsulting@comcast.net
(253) 566-3698
King, Pierce, Thurston – Call for minimum class size
Peggy Dean Server Training
pegathaDean@aol.com (360) 273-8181
Cowlitz, Grays Harbor, Thurston
PSCC (800) 247-7737
www.Rserving.com
ServSafe http://www.ssawashington.com
Washington Restaurant Association
www.wrahome.com (800) 225-7166
Classes available state wide
Sure Sell MAST Training 온라인
www.suresellnow.com
(866) 402-9809

Washington State Liquor Control Board
Mandatory Alcohol Server Training
PO Box 43098
Olympia, WA 98504-3098
360-664-1727
www.liq.wa.gov

TIPS (800) 438-8477 ext 317
www.gettips.com
Classes available state wide
360Training.com/Learn2Serve.com
www.learn2Serve.com
(800) 442-1149

CARE (800) 344-3320 Classes available state wide

C.C. Attle' s
CCsMAST@gmail.com
(206) 726-0565 Ki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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