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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소지자 안내문 

이 문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류 대마초 규제국(Liquor and Cannabis Regulation 

Branch)에 무료 전화 1 866-209-2111로 연락하시거나 LCRBLiquor@gov.bc.ca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다음 품목을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 주류 판매업 면허(liquor licence) – 업소에서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 평면도(floor plan) – 반드시 주류 대마초 규제국이 승인, 발급한 평면도이어야 합니다. 

컬러로 인쇄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알코올 센스 홍보물(Alcohol Sense materials) – 책임 있는 음주를 강조하는 최소한 한 매의 

포스터나 텐트 카드를 업소에서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건전 

음주 홍보물은 주류 대마초 규제국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 다음을 포함하는 주류 가격 및 수량 목록 

o 판매 주류의 종류 

o 한 잔의 양(액량 온스 또는 밀리리터) 

o 가격 (현재 제공하는 모든 특별 음료 포함)  

• 서빙 잇 라이트(Serving It Right) – 주류 판매업 면허 소지자는 전 직원의 상세한 서빙 잇 

라이트 훈련 프로그램 이수 기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해당인의 성명, 

서빙 잇 라이트 이수증 번호, 만료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소 내 주류 제공은 

서빙 잇 라이트 이수증 소지 직원만 허용됩니다. 

• 사고 일지: 사고 일지에 모든 사고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의 예로는 손님 입장 거부, 

구역 내 부상 혹은 다툼, 경찰이나 응급차가 호출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사고 일지에 

날짜, 시간, 사건 설명, 관련 당사자, 취해진 조치, 관련 매출 기록을 기록해야 합니다. 

• 주류 수불부(Liquor Register) – 이것은 모든 주류의 매입 영수증 기록으로 업소 내 모든 

주류의 현재 재고를 나타냅니다. 주류 인보이스와 영수증은 다른 구매 영수증들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 순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본도 허용됩니다. 

o 모든 주류는 반드시 BC 주 정부 주류 판매점이나 주류 유통국(Liquor Distribution 

Branch) 또는 허가된 맥주나 포도주, 증류주 양조장에서 구매하여야 합니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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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 주류나 고객의 주류를 

업소에 보관하여도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문서를 현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주의 –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7,000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대마초 규제국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를 고용하여 주류 

판매 업소에 보내서 주류 구매를 시도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테스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문서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소지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지는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 안내서와 주류 판매업 면허 조건 

안내서를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http://www.gov.bc.ca/liquorregulationand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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