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주류규제관리국  

목적:    

주류규제관리국은 주류 판매˙배포 통제 및 규제를 통해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최우선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ABRA 는 라이선스 소지자, 경찰 기관 관계자, 지역 자문 위원회 (Advisory Neighborhood Commission, ANC), 

지역 사회 기관 및 주민들이 특별구의 법, 규정 및 ABRA 의 정책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발급, 훈련, 심사 결정 및 지역사회에 정보 알리기와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ABRA 는 5 개의 프로그램 부서로 구성됩니다:  (1) 심사결정부서, (2) 행정관리부서, (3) 조사부서, (4) 

라이선스부서 및 (5) 기록관리부서.   

1. 심사결정- 주류통제국 (ABC)의 조치 및 심사 청문회 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행정관리 – 행정 및 프로그램의 최적의 결과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적 기반으로 한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의 기준입니다.  

 

3. 조사- 특별구 수도권 지역 경찰청, 소방응급 서비스, 재무부, 소비자 규제관리부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및 해결 협정 의거 감독, 미성년자 음주 금지약에 준수 검사 및 공동 수사 협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사 결정, 금지약 준수, 게시문, 특별 행사 및 재정 감사 조사 등 

라이선스와 심사 결정 과정과 관련된 여러 조사를 책임집니다. 이 부서의 모든 활동은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과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라이선스 발급- 리커어 스토어, 슈퍼마켓, 식당, 호텔, 나이트클럽, 및 컬럼비아 특별구 지역 

내에서 주류를 제조, 배포 및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회에 새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비즈니스 사회, ANC, 및 지역사회 단체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5. 기록관리–  ABRA 직원, ABC 위원회 및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 및 서류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서류, 

문서 및 자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면허 서비스 및 정보자유법 요청에 의한 문답, 

소환장 요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  

추가 편의 보조나 언어 지원 (통역이나 번역)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추가 편의 보조나 언어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202.442.4423 로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Alcoholic Beverage Regulation Administration 

2000 14th Street, NW, Suite 400S 

Washington, DC 20009 

202-442-4423 – main # 

202-442-9563 – fax # 

abra@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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