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소주 판매 및 서비스 교육 과 이해 인정서
Responsible Soju Sales and Service Training Guide and Acknowledgment of Understanding

책자 사용 지침
소주를 병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세가 된 2명 이상의 손님이 함께 합석하여 술을 소비하는
테이블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주를 제공하는 직원은 이 안내책자를 학습한 후 마지막 페이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인은 직원이 이 안내책자를 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서명한 이해
인정서 (Acknowledgment of Understanding)를 검열에 응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5년에
한번씩 재교육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소주를 병으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이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주란?
소주는 한국 고유의 조리법과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 된 한국 전통 알코올 음료입니다. 소주는 전통적으로
쌀, 밀, 보리로 만들어졌으며, 조리법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주는 많은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화
음료입니다. 2019년 7월 28일부터 소주는 워싱톤에서 병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양주가 됩니다.
소주 판매 및 서비스 조건
소주를 병으로 제공하려면 서버와 면허인이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소주 병 서비스는 최소한 21세가 된 고객이
손님이 음식과 함께 소비하다 남은 소주는 원래의 용기에
2명이상 합석하여 함께 소비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다시 마개를 닫은 후 손님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 손님이 남은 소주를 가져갈 때는 남은 양을
○ 손님이 적어도 21세가 된 사람인 것을
선으로 그어 표시한 후 직원의 이니셜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해야 합니다.
적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 2명 이상의 손님이 식사하며 소주를
○ 다음, 소주병을 봉지에 넣은 후 손님이
마실때는 미성년자도 함께 식사할 수
구입한 음식 내역이 적힌 영수증과 함께
있습니다.
봉지를 스테이플로 봉하십시오.
알콜농도는 24%가 넘을 수 없습니다.
○ 손님에게 술을 차의 트렁크나 운전석에서
가장 먼 곳에 두고 귀가하도록
○ 알콜농도가 24%가 넘는 소주는 병으로
일러주십시오.
제공될 수 없으며 단지 한 잔씩으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소주 병은 375 밀리리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평균 소주병의 사이즈는 350370밀리리터입니다.

●

빈 소주병은 고객이 식당을 나갈때까지 고객의
테이블 위에 둬야 합니다.
o 손님에게 추가로 술을 제공하기전에 빈병의
숫자를 확인하여 손님이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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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의 과잉접대 피하기
술을 제공하기 전에 손님의 상태를 잘 가늠해야 합니다. 알콜이 신체에 섭취되는 속도는 성별 및 음식
섭취여부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사람이란 술취한 사람이 나타내는
두가지 이상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혀꼬부라진” 말투나 몸을 비틀거리거나 강한
술냄새를 풍기는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음은
소주 과도 소비및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소주와 혈중알콜 농도표 (BAC)
• 표준 소주 병 사이즈: 360밀리리터
• 표준 소주 알콜 농도: 19%
• 평균 소주 한잔의 양: 약 50 밀리리터
• 소주 한병에서 나오는 잔수: 대략 8잔
• 이 계산에 의거하면 소주 2잔이면 대략 표준
알콜 서빙 한잔의 양
• 소주 한병: 표준 알콜 서빙사이즈로 약 4잔

다음의 혈중알콜 차트를 사용하여 손님의 취한 상태를
간음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필수 알콜 접대자 교육
음식점에서 주류 (소주 포함)를 서빙하기 위해서는
필수 알콜 접대자 (MAST) 교육을 이수하고 매스트
퍼밋을 소지해야 합니다. 매스트 교육내용은 소주
교육에도 적용되며 매스트퍼밋과 소주 이해 인정서는
주류마리화나국에서 검열 할 수 있습니다.
매스트 퍼밋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lcb.wa.gov/mastrvp/mandatory_alcohol_server_training

집행 정책
워싱턴 주 주류 마리화나국에서는 소주 판매 및
서비스에 관한 법과 규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주를 병채 서브할 수 있는 배서를 취득한 업소에서 법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주류 마리화나국에서
주류 면허나 주류 배서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술을 미성년자 또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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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퀴즈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의 교육물이 필요하시면 주류 마리화나국, 필수알콜 접대자 프로그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60) 664-1728 또는 mast@lcb.wa.gov.
1. 소주는 21세가 넘은 손님이 적어도 몇 명이상 함께 합석하는 테이블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한명
b. 두명
c. 세명
d. 네명
2. 소주 보틀 서비스가 가능한 최고 알콜 농도는 무엇입니까?
a. 17%
b. 20%
c. 24%
d. 33%
3. 손님이 음식과 함께 소비하다 남은 소주는 원래의 병에 다시 마개를 막은 후 손님이 가져가도록
허용해도 된다.
a. 사실
b. 거짓
4. 소주 병의 용량이 475 밀리리터 또는 그 이하라면 보틀 서비스가 가능하다.
a. 사실
b. 거짓
5. 소주 몇잔의 양이 표준 알콜 드링크 한잔의 양이 됩니까?
a. 한 잔
b. 두 잔
c. 세 잔
d. 네 잔
6. 두 손님이 주문을 더 하기 전에 귀하에게 정중하게 빈병을 테이블 위에서 치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병을 치운다 – 손님은 항상 옳으니까!
b. 손님에게 업소를 떠날 때까지 빈병은 테이블 위에 두어야 한다고 법을 상기시켜 드린다.
7. 소주 접대자는 얼마나 자주 소주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a. 매년
b. 매 3년 마다
c. 매 5년마다
d. 매 7년 마다
8. 소주 서버는 소주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필수 알콜접대자 (MAST)퍼밋은 필요하지 않다.
a. 사실
b.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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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지침
•

직원의 시험문제 정답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추가의 설명을 제공하거나 책자의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

이 과정이 끝나면 직원에게 다음 면에 제공된 이해 인정서 (Acknowledg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게 한 후 이 기록은 5년간 업소에 보관하십시오. 교육 기록의 사본을 직원에게 제공해도 좋습니다.

•

소주에 관한 직원 교욱은 5년에 한번은 다시 해야 합니다.

교육 퀴즈 정답
1.
2.
3.
4.

B
C
A
B

5.
6.
7.
8.

D
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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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인정서
Acknowledgment of Understanding

나는 소주 서버로서 다음의 사항을 이해한다:

1. 나는 소주 배서를 위한 소주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재교육 받아야 한다.
2. 나는 필수 알콜 접대자 허가증, 매스트퍼밋 (MAST permit ) 을 소지해야 한다;
3. 소주는 적어도 21세가 된 사람이 적어도 두명이상 함께 합석한 테이블에만 제공할 수 있다;
4. 소주를 병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알콜 농도가 최고 24%를 넘을 수 없다;
5. 소주 병의 용량은 375 밀리리터를 넘을 수 없다;
6. 소주 한병은 표준 알콜 서빙 사이즈 네잔의 양과 알콜함유양이 비슷하다;
7. 소주의 빈병은 손님이 업소를 떠날 때까지 손님의 테이블에 두어야 한다;
8. 손님이 음식과 함께 소비하던 소주가 남았다면 원래의 병에 마개를 막은 후 손님이 가져갈 수 있다;
9. 고용주는 소주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필수 알콜 접대자 허가증과 소주 교육 기록은 주류 면허국의
검열을 받을 수 있다;
10.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및 행정 조처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소주 배서 및
주류 면허 정지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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