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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추가 33개 바 및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 정지 발표 및 대학 주변 바에 더욱 집중한 단속 실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201개 사업체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
이번 주 4,50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규정 준수 점검을 실시하여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에서 14개 시설 추가 위반 사항 적발
1,084건의 기소가 현재까지 신고 및 처리되었으며, 갱신된 중지 및 기소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팬데믹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위반으로 적발된 뉴욕주의 바 33곳의 주류 라이선스를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 주류 라이선스 정지를 받은 총 시설 수가 201개가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 주 경찰(State Police)과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으로 구성된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4,645개 시설에 대한
단속을를 실시하여 14개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주정부의 단속
노력 강화로 인해 뉴욕주에서 팬데믹 관련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시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을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다시 돌아오자, Cuomo 주지사는 대학생이 모이는 지역의
술집과 식당이 모든 공중 보건 조치를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라고 뉴욕주
주류관리청에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단속을 통해 코틀랜드, 더치스, 매디슨,
먼로, 오스위고 및 스케넥터디 카운티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위반으로
적발당한 해당 시설의 라이선스를 중단했습니다. 전국의 칼리지 및 대학교와 관련하여
심각한 발병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러한 단계별 노력은 학생, 교수, 교직원 및 주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감염률이 1 퍼센트 부근에서 정체되고 2차 웨이브의
위험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지난 육 개월간 성공을 거둔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태스크포스의 단속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안주하거나 다른 주에게 온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공중 보건 규정을 무시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규정을 위반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소수 시설에 경고하는 것이며,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행동입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 태스크포스는 실제 변화를 가져왔고 준수가 더욱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는 소수의 시설을 단속할
것이며, 이들은 뉴욕 주민의 건강은 물론 우리의 성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류관리청 위원회(State Liquor Authority Board)가 발행한 33개 시설의 약식 중지 비상
명령은 뉴욕시,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핑거 레이크스, 캐피톨 지역, 센트럴 뉴욕에
위치합니다.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
•
•
•
•

브롱크스 - 1곳
브루클린 - 2곳
맨해튼 - 6곳
퀸즈 - 12곳
리치몬드 - 1곳

뉴욕시 외:
•
•
•
•
•
•
•
•
•

올버니 - 1곳
코틀랜드 - 1곳
더치스 - 1곳
매디슨 - 1곳
먼로 - 1곳
나소 - 1곳
스키넥터디 - 1곳
서퍽 - 3곳
웨스트체스터 - 1곳

비상 중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디지털 녹화로 진행된 8월 29일 및 9월
13일 전체 위원회(Full Board)의 특별 회의에서 Bradley 위원장, Lily Fan 커미셔너 및
Greeley Ford 커미셔너가 결정했습니다. 비상 약식 중지(Emergency Summary
Suspensions)는 주류관리청에서 라이선스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이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부과됩니다. 중지 명령은 즉시 처리되며 무기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라이선스 영구 해지 및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최대 처벌이 부과됩니다. 비상 중지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소유자는 주류관리청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앞에서 신속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 및 레스토랑 33곳의 위반 사항 및 중지 날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29일, 올버니 325 센트럴 애비뉴, "클럽하우스(Clubhouse)"
8월 28일 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고, SLA 조사관 한 명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 17명이
매장 내에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에는 12명의 고객이 앉아있었고, 근처에 2명이 서
있었으며, 음식이 서빙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했으나 어떤 음식도 주문할 필요가 없었고 이는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SLA는 8월 24일 신고가 접수된 후 사업체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단속 전
시설에 의무 사항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전화를 받아 소유주와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한 후, 위반 사항을 전달하는 동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020년 8월 29일, 퀸즈 비치 126번가 533, "벨 하버 요트 클럽(Belle Harbor Yacht
Club)"
대규모 인원 밀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8월 28일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약 8명의 고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며 영업장 밖 주차장에서
서서 음료를 마시고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 25명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29일, 맨해튼 241 바워리, "카보나 메제(Karvouna Mezze)"
8월 28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매장 바깥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기타 연주자와 가수가 공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약 20명의 고객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2020년 9월 1일, 보헤미아 10 칼로 로드, "템테이션즈(Temptations)"
8월 29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약 10명의 고객과 직원이 밀집해 서서 매장 앞에서 어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매장으로 입장하면서 조사관들은 바텐더 2명,
경비원 여러 명, 랩 댄스를 하는 직원 1명 등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여러 직원을
목격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시설 내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고객을
적발했으며, 매장 내 테이블에는 어떠한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1일, 퀸즈의 32-02 벨 린덴 플레이스, "소호 케이티비 앤 바(SoHo KTV &
Bar)"
8월 30일 뉴욕시 보안관실(New York City Sheriff's Office)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바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에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보안관실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비상 출구를 통해 탈출하려는 40~50명의 고객을
목격했습니다. 경찰관은 매장 내 노래방을 단속하고 남은 음식과 술병 등 고객이

방금까지 이용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자와 함께 또 다른 고객 23명이 시설
지붕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일, 퀸즈 41-02 컬리지 포인트 불라바드, "씨제이 다이아몬드 카페(CJ
Diamond Café)"
9월 1일 뉴욕시 보안관실은 매장 내에 사람이 있으며 건물로 단체가 입장한다는 신고를
받고 저녁 11시 30분 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경찰관들은 30명의 고객을
발견했고 비상구를 통해 매장을 탈출하려는 75~100명의 추가 고객을 목격했습니다.
경찰관은 매장 내에서 고객이 노래하며 술을 마시고 흡연할 수 있는 두 개의 공간을
발견했고, 이는 명백한 주지사 행정명령 및 뉴욕주 청정 실내 공기법(NYS Clean Indoor
Air Act) 위반을 구성합니다. 주지사는 3월 16일부터 실내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2020년 9월 2일, 패초그 350-26 이스트 메인 스트리트, "플라자 파포 델리(Plaza Papo
Deli)"
8월 29일 서퍽 카운티 경찰서(Suffolk County Police Department)와 동행한 미성년자가
플라자 파포 델리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된 후,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이 식료품 가게에 방문하여 매장 뒤에서 열 명의 고객이 술을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티비를 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곳 매장 내에서는 술을 사서
마실 수 없습니다. 조사관은 카운터 뒤에 판매를 위한 불법 처방약을 발견하고 서퍽
카운티 경찰은 처방약의 불법 사용 혐의로 관리자를 체포했습니다.
2020년 9월 2일, 퀸즈 102-10 37번가, "라 트론칼레나 라운지 앤 레스토랑(La
Troncalena Lounge & Restaurant)"
8월 30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은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여섯 명의
고객과 마스크 미착용 직원 다수, 그리고 바깥에서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10~15명의 고객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2020년 3월 16일 발효된 주지사의 행정명령 다수를
위반했습니다.
2020년 9월 2일, 맨해튼 197 2번 애비뉴, "블랙 앰퍼러 바(Black Emperor Bar)"
8월 31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은 라이선스를 받은 매장 앞에서 여덟
명이 넘는 고객이 서서 술을 마시며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부에서 조사관들은
바에 앉아 술을 바시는 고객 세 명과 손에 술을 들고 서서 마시는 고객 한 명을
발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발표된 주지사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4일, 퀸즈 281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 "라스 라구나스 델리 그로서리(Las
Lagunas Deli Grocery)"
9월 2일 뉴욕 경찰(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경찰관들은 해당 식료품점
내에서 9명의 사람이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매장 내에서는 술을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매장 내에서
두 개의 불법 도박 비디오 게임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맨해튼 524 9번 애비뉴의 "타케리아 다이아나(Taqueria Diana)"
9월 2일 화요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5명의 고객이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뉴욕시의 실내 식사를 금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고객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바텐더와 주방 직원 모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조사관들은 7월 28일에 매장에서 고객 두 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마라톤 3 브룸 스트리트, "쓰리 베어 인(Three Bear Inn)"
신고가 접수된 후, 9월 3일 한 명의 SLA 조사관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매장을 방문하여
약 30명의 고객이 공개되지 않은 건물을 방문했고, 밴드가 바깥에서 연주하는 가운데 약
30명의 고객이 술을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모여 있었고, 이중
다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또한 바 외부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과거 5월 하순과 6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SLA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4일 금요일, 퀸즈 36-10 유니언 스트리트, "위 고 케이티비(We Go KTV)"
9월 4일 건물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이 들린다는 신고가 311건 접수되어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조사관 및 NYPD 경찰관이 출동했고 로비에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6명의 고객을 보았습니다. 건물 3층에 들어가자, 조사관들은 약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객들이 비상 출입구로 달려가기 시작하자, 조사팀은 109번
초소(109th Precinct)에 도움을 요청했고 NYPD 경찰관이 이에 따라 케타민 소지 혐의로
두 명을 체포한 후 '현장 소란'에 대하여 두 건의 형사 기소 소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 부족과 시설 내부에서 고객의 안면 가리대 미착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패초그 32 베이커 플레이스, "오프 키 티키(Off-Key Tikki)"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SLA는 8월 25일에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29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일곱 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실외 서비스 구역에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밤, 조사관들은 다수의 고객이 술을 마시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 내 바 구역에서 어울리는 것을 비롯해 6피트의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고 바에 착석한 고객 다수,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 다수, 컨테이너를 연 채
매장을 나가는 고객 다수를 목격했습니다.
2020년 9월 5일, 퀸즈 102-06 43번 애비뉴의 "세이버 노테노(Sabor Norteno)"
9월 4일 화요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고객 27명 이상이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뉴욕시에서 실내
식사를 금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5일, 브루클린 174 오키드 스트리트, "더 스키니 바 라운지(The Skinny Bar
Lounge)"
9월 4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술 마시면서
건물 바로 앞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 있는 20명 이상의 고객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직원 한 명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고, 일곱 명의 고객이
매장에서 약 50 피트 떨어진 곳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5일, 맨해튼 615 9번 애비뉴의 "스시바(Sushiva)"
9월 4일 화요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고객 6명 이상이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뉴욕시에서
실내 식사를 금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스시바는 3개월
전인 2020년 6월 1일 주류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7일, 퀸즈 41-14 162번가의 "주랑(Zurang)"
9월 3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은 매장 내에서 식사하는 고객 약 열 명과,
뒤편 파티오 주변에 설치한 여섯 개의 개별 영구 공간에 또다른 열 명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발효된 주지사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7일, 브루클린 1071 브로드웨이 "마르코스(Marco's)"
9월 4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최대 수용 인원이 18명인 매장
뒤편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37명의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워크업 바에서 술을 구매하는 고객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는 주지사 행정명령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2020년 9월 9일, 맨해튼 652 10번 애비뉴의 "코치(Kochi)"
9월 7일 금요일에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매장 바로 앞에서 약 20명의
고객이 서서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하고 대부분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적발했습니다. 조사관은 매장으로 들어가 내부에서 건물 내부에 약
30명의 고객과 서버를 발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 이후 뉴욕시에서 실내 식사를
금지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2020년 9월 9일, 퀸즈 98-05 노던 불라바드, "카사 루비오 레스토랑(Casa Rubio
Restaurant)"
9월 9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 및 NYPD 경찰관은 레스토랑 내부에서
27명의 고객을 발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 이후 시행되는 실내 식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최소 30명의 고객이 등을 맞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고 야외 식사를 즐기고, 직원 두 명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일곱 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부에 DJ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모두 면허 관련 사항 위반입니다.
2020년 9월 9일, 브롱크스 3813-3817 보스턴 로드, "클라시크 바 앤 라운지(Klassique
Bar & Lounge)"
9월 5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약 70명의 고객들이 건물 밖에서
모여 있는 것을 관찰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야외 테이블 근처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 한 명의 고객과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 응대 직원을 목격했습니다.
2020년 9월 9일, 로체스터 315 알렉산더 스트리트, "메이슨 온 알렉산더(Masons on
Alexander)"
9월 4일 SLA 조사관 한 명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방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다수 위반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를 발견했습니다. 5 달러의 커버 요금을 지불한 후,
조사관은 위층 메인 바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맥주를 구입할 수 있었으며, 당시 근무
중이었던 바텐더 세 명의 모두 코와 입 아래로 마스크를 내려서 착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관의 적발 사항에 따르면, 바 구역 근처에 50명의 고객이 있었고,
그중 최소 10명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해당
구역을 수많은 인원이 지나다니며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조사관은 또한 지하 바 규역에서 고객 열여섯 명을 발견했고, 이중 여섯 명은 서서 술을
마셨고 바텐더 두 명은 안면 가리개를 부적절하게 착용했습니다. 조사관은 음식을
주문하자 바텐더가 매장에서 팝콘만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유주가
추후 확인해주었습니다. 술집 바로 바깥에서 조사관은 18명의 고객을 목격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서서 술을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퀸즈 131-13 자메이카 애비뉴, "서니 그로서리 앤 디스카운트(Sunny
Grocery & Discount)"
9월 10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조사관 및 NYPD 경찰관은 매장 내 음주가 금지된
식료품점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 매장 뒤의 공간에서 다섯
명의 고객이 술을 마셨고, 고객 뒤편에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NYPD 경찰관들은 면허 소지자를 체포하여, 무면허 보틀 클럽을 운영하고
무과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퀸즈 131-11 자메이카 애비뉴의 "3 인 1 델리 그로서리(3 in 1 Deli
Grocery)"
9월 10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조사관과 NYPD 경찰관들은 매장 매니저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두 명의 고객은 내부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6일 이후 시행된 실내 서비스 제한 위반입니다.
추가로 고객 일곱 명은 뒷마당에 있는 무허가 실내 구조물에서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면허에 따라 맥주만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한 독주, 처방약 및 담배 등이 해당 매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NYPD

경찰관은 처방약에 대한 불법 사용, 무면허 담배 판매, 실내 서비스 및 직원 안면 가리개
미착용과 관련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매니저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스케넥터디 165 이리 불라바드, "울프스 비어가르텐(Wolff's
Biergarten)"
9월 10일 SLA 조사관들은 적어도 13명의 고객이 술집에서 매우 밀착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는 매장을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방문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진 40분 동안
어떠한 음식도 서빙되지 않았고, 조사관은 바에 서서 맥주를 마시면서 음식을 주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한 테이블에 13명이 착석한 것을 적발했는데, 이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침 위반이며 직원 안면 가리개 미착용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 곳곳을 걸어다니며 어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과거 직원의 안면 가리개 미착용,
고객이 서서 술을 마신 것 등으로 SLA 적발 당했으며, 이것은 모두 공중 보건 규칙
위반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용커스 30 노스 브로드웨이, "블루 바 앤 그릴(Blue Bar & Grill)"
9월 9일 과도한 소음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수많은 신고가 접수되어
용커스 경찰서(Yonkers Police Department)와 용커스 소방서(Yonkers Fire
Department)가 해당 매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DJ가 매우 시끄럽게
음악을 트는 가운데 보건부 실내 서비스 지침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이 62명에 불과한
내부 바에서 190명의 고객이 혼잡하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바 내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미준수를 비롯해, 수많은 고객의 안면 가리개 미착용 및 매장 내
음주, 사교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음식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체의 식품 허가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9월 12일, 만하셋 2014C 노던 불라바드, "토쿠 모던 아시안(Toku Modern
Asian)"
9월 11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고객만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을 목격했습니다. 조사관들은 118명의 고객들이 건물 내부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보건부 실내 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최대 수용 인원은
90명입니다. 또한 최대 수용 인원이 32명의 외부 식사 공간에 67명의 고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수많은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바에서 술을
주문하고 바깥에서 마시기 위해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0년 9월 12일, 스태튼 아일랜드 3823-3825 리치몬드맨션 애비뉴, "조이시스
태번(Joyce's Tavern)"
9월 11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10명의 고객이 매장 안의 테이블
한 개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술을 마시며 음료를 마시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발효된 실내 식사 제한 위반입니다.

2020년 9월 12일, 해밀턴 18 레바논 스트리트, "리스키 비지니스 카페(Risky Business
Café)"
9월 11일 SLA 조사관들은 약 15명의 고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직원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던 조사관들은 보건부의 실내
서비스 지침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이 43명인 매장 공간에 약 70명의 고객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서있는 대부분의 고객을 적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팝콘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만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추후 소유주도 인정했습니다.
2020년 9월 12일, 포킵시 35 메인 스트리트 "에밋 마호니스 아이리쉬 펍 앤 스테이크
하우스(Emmett Mahoney's Irish Pub and Steakhouse)"
9월 11일 SLA 조사관들은 매장 내 약 50명의 고객이 술을 마시며 DJ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음식이 서빙되지 않았고, 조사관은 바에 서서 맥주를 마시면서 음식을
주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추가로 야외 안뜰에서 약 25명의 고객을
발견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3일, 퀸즈 35-14 및 35-16 정션 불라바드, "수에노스 아메리카노 바
레스토랑(Suenos Americano Bar Restaurant)"
9월 12일 오전 1시가 지나 소음 신고를 접수한 NYPD 경찰관이 출동하여 매장 정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측면 입구에서 매장을 떠나는 고객을 목격한 경찰관이
매장으로 들어가 내부 지하 바 구역에 모여있는 약 75명의 고객을 목격헀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뉴욕시에서 실내 식사를 금지한 주지사 행정명령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경찰관은 어떤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직원이 안면 가리개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찍힌 사진에 따르면 수십 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장비를 챙겨 나가는 DJ를 보았으며, 해당 매장에서는 DJ가
공연하거나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13일, 브루클린 35 브로드 웨이, "파트리지아 피자(Patrizia Pizza)"
9월 12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은 보건부 및 SLA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위반하고 매장 외부의 두 테이블에 모여 있는 최소 26 명의 고객들을
목격했습니다. 내부에서 조사관은 여섯 테이블의 고객이 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뉴욕시 실내 취식 금지를 명령한 2020년 3월 16일 주지사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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