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다중 기관 태스크포스가 이번 주에 약 1,100곳의 바 및 레스토랑의 

코로나19 위반을 조사한 결과 수십 건의 벌금을 부과하고 10건의 라이선스를 

중지했다고 발표  

  

새로 발표된 태스크포스의 조사관은 3일간 84건의 위반을 기록  

  

오늘 발표된 6건의 새로운 중지를 포함해 이번 주 10개 사업체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  

  

주류관리청의 벌금 또는 약식 주류 라이선스 중지를 받은 바 및 레스토랑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바와 레스토랑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다중 기관 태스크포스가 7월 21일에서 7월 23일 사이에 거의 1,100건의 

준수 조사를 실시하여 84개 시설의 위반 사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Vincent Bradley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회장 및 주 경찰 부서장 Dominick Chiumento 대령이 이끕니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류관리청은 

브롱크스, 맨해튼, 퀸즈에서 오늘 발표된 6곳을 포함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있는 

10개 시설의 주류 면허를 중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이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 해낸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진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젊은 층의 감염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와 레스토랑의 위반 및 시설 앞의 회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류관리청과 주 경찰에 임무를 

부여했으며, 이들은 지난밤에만 수십 건의 위반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주 경찰과 주류관리청이 이끄는 새로 발표된 태스크포스의 조사관들은 주 

전역에서 1,080건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 조사관들은 84건의 위반 사항을 

문서화했습니다. 팬데믹 비상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주류관리청은 주 전체에 443건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시설을 폐쇄하는 3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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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지 명령(Emergency Orders of Suspension)을 시행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라이선스 소유자 및 약식 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체의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류관리청의 약식 중지 비상 명령을 받은 10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7월 24일, 브롱크스의 2241 워싱턴 애비뉴(Washington Avenue) 

"아쿠아(Aqua)"  

7월 22일에 Bradley 회장은 브롱크스에서 아쿠아에 대한 규정 준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뉴욕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구내 음주 행위를 하는 12명의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주방 직원과 서버가 안면 가리개 없이 일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고객들이 

불법적으로 내부 및 구내 앞 모두에서 물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맨해튼 372-376 웨스트 브로드웨이(West Broadway)의 "시프리아니 

다운타운(Cipriani Downtown)"  

수많은 불만이 제기된 후, Bradley 회장은 7월 21일에 맨해튼 "시프리아니 다운타운"에 

대한 규정 준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동안 그는 사업체 앞 의자가 없는 

테이블 주위에 서서 주류를 마시는 17명의 고객을 발견했으며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부지에 들어가서 바 뒤의 한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고 바에서 4명의 고객이 알코올 음료를 구입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직접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24일, 잭슨 하이츠 86-01 노던 불라바드(Northern Boulevard)의 "구아로의 

타파스 바 라운지(Guaro's Tapas Bar Lounge)"  

7월 18일 저녁,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퀸즈 잭슨 하이츠에 있는 구아로의 타파스 바 

라운지 앞에 20명 이상의 고객들이 안면 가리개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모인 것을 

관찰했습니다. 뉴욕시의 금지 시간인 오후 11시를 한참 지난 자정 바로 이후 

주류관리청은 다시 돌아와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25명 

이상의 고객들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또한 승인되지 않은 상표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은 6월 26일과 6월 30일에 이 

시설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 7월 24일, 맨해튼 127 러들로 스트리트(Ludlow Street)의 "세트 L.E.S(Set 

L.E.S)"  

7월 23일에 Bradley 회장은 맨해튼 "세트 L.E.S"의 준수 조사를 실시하여 레스토랑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시는 8명의 고객, 구내 근처에서 약 30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은 명백히 

야외에서 창문으로 셀프서비스 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명령 및 

주류관리청 제한이 허가하지 않는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2020년 7월 23일, 퀸즈 150-03 크로스 베이 불라바드(Cross Bay Boulevard)의 

"칸델라(Kand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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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퀸즈의 "칸델라"에 대한 수많은 불만에 응답하여 준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체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월 

17일과 7월 20일의 후속 조사에서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DJ가 구내 외에서 음악을 틀고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고객이 모여있으며 바운서 및 종업원이 안면 가리개 

없이 고객에게 서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찰된 사실은 이웃으로부터 받은 

불만과 일치했습니다. 이 시설은 또한 지난주에 뉴욕시의 오후 11시 야외 서비스 통금을 

한참 지나 서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잭슨 하이츠 82-13 노던 불라바드의 "라 폴레라 콜로라다 II(La 

Pollera Colorada II)"  

라 폴레라 콜로라다 II의 미준수는 5월 4일에 시작되었으며, 뉴욕시 경찰청 공무원들은 

고객들이 레스토랑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6월 17일에, 주류관리청은 취한 고객들이 시설 앞에서 바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뉴욕시 경찰청의 보고를 근거로 주지사의 행정명령 위반으로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6월 26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서버를 발견했으며, 여러 번의 벌금과 여러 번의 경고를 받은 후 7월 

18일에도 사업체 앞에서 술을 마시고 머물러있는 고객들도 발견했습니다. 한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해당 위치에서 25명 이상의 후원자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없이 계속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아스토리아 32-16 스타인웨이 스트리트(Steinway Street) "브릭 

바(Brik Bar)"  

브릭 바는 퀸즈 아스토리아 스타인웨이 스트리트에서 가장 심하게 위반을 한 시설 중 

하나로, 음주 및 파티를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바는 6월에 군중들이 모여 밖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한 이유로 여러 번 주류관리청의 경고를 받고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주말 7월 16일과 7월 18일에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Sheriff 's Office)은 야외 서비스 중단 및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뉴욕시의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발행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마스페스 55-60 60번가의 "마스페스 피자 하우스(Maspeth Pizza 

House)"  

또 다른 반복 위반 시설인 마스페스 피자는 그 시설 밖에 모여 서 있는 고객들에게 술을 

제공하여 여러 번 적발 및 경고를 받았습니다. 7월 10일과 19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이 구내가 11시 금지 이후를 포함하여 수많은 고객이 서서 춤추고 주류를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위반하여 불법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시설의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서버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고객이 물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아스토리아 27-35 21번가 "M.I.A 메이드 인 아스토리아(M.I.A Made 

in Astoria)"  

아스토리아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M.I.A는 식당 밖에서 뉴욕시 금지 시간인 

오후 11시를 한참 지나 수십 명의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여 이들이 서서 술을 마시고 



 

 

모여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I.A.는 이전에 주지사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적발받고 경고받았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디어 파크(Deer Park) 3A 색스우드 스트리트(Saxwood Street)의 

"시크릿 젠틀맨스 클럽(Secrets Gentleman's Club)"  

7월 17일, 주류관리청과 서퍽 카운티 경찰청의 조사관은 디어 파크의 시크릿 젠틀맨스 

클럽에서 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찰된 세부 사항에는 안면 가리개 없이 건물 

내부에 있는 직원 및 고객, 댄서들이 같은 무대의 기둥을 공유하여 공연하고 랩 댄스를 

하는 등 주지사의 행정명령 및 주류관리청 지침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다. 주류관리청 

조사관이 문제가 많은 수행을 적발했지만, 소유주는 이것이 그가 떠난 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장한 요원들을 위해 주류를 구매하고 

행정명령 위반을 피하는 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영상으로 적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에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 위반을 단속하는 다중 기관 태스크포스의 생성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Vincent Bradley 주류관리청 청장이 이러한 노력을 

지휘합니다. 이들은 위험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사관을 배치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속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뉴욕주 보험 기금(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조사관이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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