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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5월 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시에서의뉴욕시에서의뉴욕시에서의뉴욕시에서의 미성년자미성년자미성년자미성년자 주류주류주류주류 판매에판매에판매에판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위장수사의위장수사의위장수사의위장수사의 결과결과결과결과 발표발표발표발표 

 

미성년자미성년자미성년자미성년자 대상대상대상대상 불법으로불법으로불법으로불법으로 주류주류주류주류 판매에판매에판매에판매에 대해대해대해대해 허가받은허가받은허가받은허가받은 위장위장위장위장 조직으로조직으로조직으로조직으로 32개의개의개의개의 상점상점상점상점 확인확인확인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파트 타임 조사 단위를 통해 뉴욕시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주 주류 기관(SLA) 노력의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4월 17일에 시작하여, 

이 단위에서는 뉴욕시 5개 자치구의 허가 받은 식료품점과 주류점에 74회 방문하였으며 32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법은 법이고, 우리가 미성년자 음주 단속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손에 알코올을 쥐어주어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당신은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조사 단위에서는 위장을 통해 뉴욕시 5개의 자치구의 식료품과 

주류 상점에 74번 방문하였으며 7개의 세부 사항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장 미성년자들은 

방문한 상점 중 32개 상점에서 주류를 살 수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Bronx의 26개 중 1개의 

상점, Brooklyn의 16개 중 15개의 상점, Manhattan의 21개 중 5개의 상점, Queens의 16개 중 8개의 

상점 및 Staten Island의 6개의 3개 상점이었습니다. 이번 수사 동안에 주류 통제 수사 요원들은 위장 

미성년자와 별도로 식료품점과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서 관찰하고 불법 거래가 발생한 때를 

확인하였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가 독점적으로 뉴욕시 전역의 라이센스에 의해 미성년자 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단위를 형성하지만 SLA는 뉴욕지 건강 및 정신 건강국에서 14만 7천 달러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 단위은 네 개의 파트 타임 음료 제어 수사, 네 개의 파트 타임 미성년자 위장 및 파트 

타임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기관의 허가와 집행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수도권 지역을 통해 기업에 배포할 수 있게 합니다. 

 

2014년 9월에 SLA는 1,000개 이상의 새로운 허가 받은 건물에서 대상 준수 검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도시 전체가 세부 사항을 조정하게 됩니다. 준수의 세부 사항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Korean 

SLA는 순찰 자치구에 의해 정보의 수에 데이터를 컴파일, 라이센스 기업의 수는 호환되지 않는 

기업의 수, 위치를 반복 준수 방문 횟수가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발견, 방문하고, 위반자에 대해 SLA 

취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뉴욕시 건강과 정신 건강국에 보고 됩니다. 이 기관은 

문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범죄자와 가장 큰 지역의 허가 받은 기업의 밀도뿐만 

아니라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SLA 주류 기관 매핑 프로젝트 GIS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SLA에 의해 고발된 면허 상점들은 위반당 최고 $10,000의 민사 제재벌에 

직면하며, 최초 위반의 벌금은 $2,500~$3,000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반복 범죄자들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한 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ronx 

• Alrubat Food Market Corp., 681A East 187th Street 

Brooklyn  

 

• J & J Hooper Grocery, 396 Hooper Street 

• Mariele Grocery Corp., 380 South 2nd Street 

• Natalie Grocery Corp., 361 South 4th Street 

• Cruz Grocery Store, 386 South 5th Street 

• Broadway Candy & Grocery, 267 Broadway 

• LB Grocery Store & Deli Corp., 296 Broadway 

• Williamsburg Organic Food Corp., 153 Havemeyer Street 

• Jo An Inc., Park Slope Deli, 294 7th Avenue 

• The Avenue Café Inc., 305 7th Avenue 

• Prospect Wine Shop LTD., 322 7th Avenue 

• 396 Deli Grocery Inc., 396 7th Avenue 

• MPM Enterprises Seventh Inc., 402-404 7th Avenue 

• Seven Eleven Inc., 520 5th Avenue 

• 493 5th Avenue Food Corp., 493 5th Avenue 

• Primetime Liquors Corp., 427 5th Avenue 

 

Manhattan 

• Uncle Johnny Grocery Corp., 55-57 Avenue D 

• Loma Deli Market Inc., 133 Avenue D 

• Avenue C Food Corp., 185 Avenue C, Store 2 

• Yankee Two Deli Inc., 122 Avenue C 

• Loisaida Ave Deli Corp., 301 East 4th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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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 WooYong Corp., 48-02 Broadway, Astoria  

• Vitality & Health Inc., 46-03 Broadway, Astoria 

• Cruz Mexican Products Inc., 32-11 41st Street, Long Island City 

• Green Leaf Deli & Mini Mart, Broadway Café, 41-09 Broadway, Astoria 

• Parsons Convenience Store Inc., 79-24 Parsons Boulevard, Flushing 

• Parsons Wine & Liquor Inc.,75-09 Parsons Boulevard, Flushing 

• R & H Food Corp., Amy’s Deli, 71-06 Kissena Boulevard, Flushing 

• P & M Convenience Store Inc.,168-21 Union Turnpike, Flushing 

 

 

STATEN ISLAND 

• Abounaji Deli & Grocery, 87 Victory Boulevard 

• Cesar’s Deli & Grocery, 111 Victory Boulevard 

• Staten Convenient Food Market, 164 Victory Boulevard 

 

파트 타임 조사 단위는 미성년자에게 주류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구현된 SLA의 

강화 집행 노력을 확대 할 것입니다. 2010년, SLA가 성공적으로 미성년자 위반에 1,036 판매를 

기소했습니다. 기소는 2013년에는 총 1,915로 85%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1년 기관 역사상 

처음으로 SLA의 요원은 주 전역에 걸쳐 며칠 동안 건물에서 잠복하는 요원과 함께 주요 미성년자 

유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주류 기관 의장 Dennis Rosen은 “미성년자에게 주류의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주 주류 기관에 

서는 우선 순위이며, 이 미성년자에 대한 처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가진 

판매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ID를 확인하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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