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3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주류 관리청 효율성 증대와 함께 호스피탈리티 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노력 발표  

  

주지사는 뉴욕주 주류 관리청 현대화를 위한 영구 테이크아웃 음료 허가 및 기타 예산안, 

중소기업 지원, 호스피탈리티 산업 회복의 중요성 강조  

  

SLA 개선에는 직원 확대, 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포함  

  

SLA에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ABC 법 관련 ABC에 기존 규정과 규제 검토 전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테이크아웃 음료 영구 허가 등 뉴욕 레스토랑 및 바 회복을 

지원하고 뉴욕주 주류 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효율성 증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브루클린에 위치한 사업체인 테라피 와인 바 

2.0(Therapy Wine Bar 2.0)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러한 제안과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곳은 주류 판매 임시 허가를 허용한  주지사의 11월 법안 덕분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주류법을 개선하는 한편 뉴욕주 

주류 관리청 운영을 효율화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호스피탈리티 산업 회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LA의 정책이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Hochul 주지사는 추가적으로 SLA에 산업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와 상담하여 기존 법률을 검토하고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밤문화와 호스피탈리티 산업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주는 이토록 중요한 경제 부분이 회복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상공인에게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자원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을 실시하고 뉴욕주 주류 관리청을 현대화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상공인의 팬데믹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중 일부입니다."  

  

뉴욕의 호스피탈리티 산업 회복을 위한 다면적 접근은 최근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 

제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legislation-support-bars-restaurants-breweries-and-other-small&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7e157cd210243bad4ac08d9fc6c52f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836445312389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1%2B7y5u7AIGMGHYK4SBH98hVs8NJkgsfEqdEIOz3kllE%3D&reserved=0


창업 신속화를 위한 자금 확대: 뉴욕의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팬데믹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Hochul 주지사는 최우선 과제로 창업 신속화를 꼽았습니다. 

주지사는 3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SLA 예산에 200만 달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년 간 예산 절감과 인력 감축으로 SLA 처리 시간이 크게 

영향을 받았고, 현재 약 20~26주가 소요됩니다. 임시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바 또는 

레스토랑은 반드시 운영 시작 전 허가를 받거나 순수익의 1/3을 차지하는 주류 판매를 

포기하고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SLA는 현재 

처리 시간을 수 개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이용해 사업체들은 수익 확대에 

힘쓰고 직원을 더욱 빠르게 고용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에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주지사의 예산은 신청자를 위해 현재 법이 요구하는 과도한 

요구사항을 제거하여 신청 절차를 신속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민권 서류와 소수자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 및 재무 서류 요청 등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허가 절차 등 허가 

결정과 공중 보건 및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허가를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정을 SLA가 면밀히 검토합니다.   

   

테이크아웃 음료: 주지사는 예산에서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빌리언 달러 레스큐 

플랜(Billion Dollar Rescue Plan)의 핵심 부분의 일환으로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음료를 

영구적으로 부활시킵니다. 이러한 정책은 팬데믹 중 우리의 바와 레스토랑 산업에 

필수적인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며, 적절한 규제로 다시 우리의 바와 레스토랑이 다시 

일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LA 현대화: 관리청은 약 70,000개의 면허와 허가를 주 전역에서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매년 수만 개의 신청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SLA가 운영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는 예산을 통해 수십년이 된 SLA의 노후한 면허 및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위해 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최근 

절차는 SLA에 우편 서류 접수를 한 후, 스캔 및 로그인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검토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이것과 기타 절차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시작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과 지불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 서비스나 수동 데이터 처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토 과정을 지연시키는 신청 절차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최근 법제 변화와 경제 지원을 위한 SLA 행정 절차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창업 촉진을 위한 임시 허가: 2021년 12월 21일 Hochul 주지사는 의회와의 

협상을 진행한 후, 뉴욕시의 신규 레스토랑, 바, 식료품점에 최초 운영 임시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SLA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허가를 통해 과거 

기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업체가 통상 최대 30일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주류 

음료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트 제조자 임시 허가: 주지사는 2021년 12월 21일 SLA가 마련한 다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가 허가 신청 중 주류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허가를 신설합니다. 이번 달 말 발효된 이러한 허가를 통해 

크래프트 제조업체는 수 주 만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종류의 크래프트 

주류 생산업체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다섯 곳의 하나인 뉴욕은 크래프트 

음료 산업의 선두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극장: 2022년 1월 19일 SLA는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산업인 극장 운영 사업체가 

이제 성인 고객에게 맥주와 와인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 레스토랑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극장이 이러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극장 내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극장 운영자가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비용이 매우 높았습니다.  

  

바와 레스토랑 비용 절감: SLA는 "스필트 케이스 비용"에 대한 공정한 제한을 두는 기존 

법안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현금 흐름, 자원 및/또는 판매용 주류 및 와인 

구매를 위한 보관 공간이 부족한 레스토랑 및 바 부과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스필트 

케이스 비용은 병당 3 달러이며, 영세 바 및 레스토랑에 불공정한 피해를 주는 큰 추가 

비용입니다.   

  

투명성 강화: Hochul 주지사는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정성, 사업 

친화성, 지역사회 책임에 대한 SLA의 지속적인 약속의 일환으로, SLA는 공개 정보 

목록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신청 접수 및 웹사이트에 일반 처리 시간 추가, 풀 보드 

기록에 보드 의사록 및 보드 의제 추가, 신청자 허가 신청 상태에 예상 처리 시간 추가. 

또한 SLA는 최근 LAMP GIS 매핑 시스템을 개혁했으며, 역량 및 데이터 표시 개선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SLA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공 접근성 및 

책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Vincent Bradley 뉴욕주 주류 관리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주류 관리청은 

우리 뉴욕주의 중요한 호스피탈리티 산업 회복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산업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허가 처리 

신속화, 신규 사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주지사의 종합 전략은 산업이 우리 뉴욕주의 

경제적 엔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Jessica Ramo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 제안에 포함된 뉴욕주 주류 

관리청의 임시 허가 처리 절차 간소화, 테이크아웃 음료 허용, 기타 구제 절차는 바로 

뉴욕의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더욱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상업이 계속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뉴욕시 

위원회(NYC Council)는 오픈 레스토랑(Open Restaurants)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테이크아웃 음료 처리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Melissa Autilio Fleischut 뉴욕주 레스토랑 연합(New York State Restaurant 

Associatio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오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개혁안은 사업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는 이번 조치 및 테이크아웃 음료 영구 허용 

등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합니다."  

  

뉴욕시 숙박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 실무 책임자인 Andrew Rig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식당과 유흥업계는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 주류 허가법 등 스마트한 법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창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음료 테이크아웃 정책을 다시 

시행하여 고통받는 업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뉴욕 주민들에게 

좋아하는 레스토랑과 바에서 와인과 칵테일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임시 주류 면허법을 제정해주신 Hochul 

주지사, 법안을 지지해주신 Ramos 상원의원과 Dickens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료 테이크아웃 허가를 주도하고, 뉴욕주 주류 관리청에 신규 및 기존 업체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주신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힘을 냅시다!"  

  

Scott Wexler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앤 태번 어소시에이션(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레스토랑과 태번을 지원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은 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더욱 빨리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뉴욕주 전역의 모든 

곳에서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Arelia Taveras 뉴욕주 라티노 레스토랑 바 앤 라운지 어소시에이션(NYS Latino 

Restaurant Bar & Lounge Associati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주류 관리청 현대화 및 개혁을 위해 현실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주지사는 레스토랑 및 산업 커뮤니티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서를 전자 방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지사가 

행정 예산에서 제안한 이러한 조치에는 테이크아웃 음료(To-Go Drinks)가 포함되며, 

신청 절차 간소화로 인해 팬데믹 중 사업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SLA 절차를 

진행하는 신규 및 기존 레스토랑과 바에 큰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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