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추가 38개 뉴욕 바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를 발표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지난주에 약 7,000건의 준수 점검을 실시하여 162건의 위반 적발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바가 새로이 라이선스 중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132곳의 라이선스가 중지되었으며, 707건의 기소 제기 - 

업데이트 목록은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팬데믹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명백히 위반한 추가 38개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바의 주류 라이선스를 중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주 경찰(State Police) 및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이 이끄는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6,887건의 준수 확인을 실시했으며, 

162개 시설의 위반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에 속하는 수치를 달성하고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의 범법자나 무모한 사업체가 뉴욕의 진전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에 관한 일이며, 주 조사관들이 

준수를 시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지방정부가 나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류관리청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법 위에 있고 팬데믹에 면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들에 뉴욕 주민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류관리청 위원회(State Liquor Authority Board)가 발행한 38개 시설의 약식 중지 비상 

명령은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에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브롱크스 - 7곳  

브루클린 - 6곳 

http://sla.ny.gov/eo-summary-and-charges-tracker


 

 

맨해튼 - 12곳  

퀸즈 - 10곳  

스태튼 아일랜드 - 2곳  

나소 - 1곳 

  

비상 중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디지털 녹화로 진행된 2020년 8월 5일, 

8월 6일 및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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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자격이 있습니다.  

  

중지된 바는 위반 사항 및 중지 날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퀸즈 38-19 69번가의 "엘 트로노 데 멕시코 스포츠 바(El 

Trono De Mexico Sports Bar)"  

8월 10일 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레스토랑 밖의 4개 

테이블에서 음식 없이 알코올을 파는 것을 발견했으며, 다른 주에서 코로나19를 

급증하게 한 회중과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음식 필요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퀸즈 88-11 루즈벨트 애비뉴(Roosevelt Avenue)의 "엘 

마르퀘즈(El Marquez)" 

8월 10일 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레스토랑 밖의 3개 

테이블에서 음식 필요 지침을 어겨 음식 없이 알코올을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화로 

노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2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기 직원 중 1명도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반복적인 

위반했으며, 조사관들은 뉴욕시의 오후 11시 금지 시간을 지나 영업장 밖에서 고객들이 

술을 마시고 모여 있는 것을 7월 25일에 적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4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고 주방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브롱크스 1951 서던 불라바드(Southern Boulevard)의 "880 

로이 레스토랑 앤 바(880 Roy's Restaurant & Bar)"  

8월 9일 일요일에 주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12명 이상의 고객이 레스토랑 

앞에 그룹으로 안면 가리개 없이 서 있는 것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테이블에 앉은 고객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1명의 고객이 영업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발효된 실내 음주 제한 및 명백한 주류관리청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의 

직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브롱크스 1322A 제롬 애비뉴(Jerome Avenue)의 "앤지올리나 

레스토랑(Angiolina's Restaurant)"   

8월 9일 일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은 11명의 고객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아주 가까이 모여 있었고 영업장 내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관리자는 처음에 그들이 모두 직원이라고 주장한 후, 직원이라는 증거를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자 고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일요일, 맨해튼 3775 10번 애비뉴의 "브라지에 세비체 와인 바(Brasier 

Ceviche Wine Bar)"   

8월 8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 및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요원들과 조사관은 DJ가 레스토랑 밖에서 매우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소음에 대해 라이선스 소유자가 합의한 규정을 어긴 

것이며,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에 15명의 고객이 영업장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시고 

모여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주방 직원 2명과 레스토랑 안의 안면 가리개가 없는 고객 

2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설은 또한 불법으로 물담배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유효한 물담배 허가로도 금지되는 니코틴 물담배가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퀸즈 122-07 15번 애비뉴의 "망구 파티오(Mangu Patio)"  

8월 8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15명의 고객이 바 바로 바깥에 

서서 가까이 모여 술을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며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맨해튼 3496 브로드웨이, 즉 540 웨스트 143번가의 "솔러스 바 

앤 그릴(Solace Bar & Grill)"  

8월 9일 일요일에 주 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10명의 고객이 영업장 

앞에 안면 가리개 없이 술을 마시고 모여 있으며, 뉴욕시의 야외 식사 금지 시간인 오후 

11시를 훌쩍 넘긴 새벽 12시 50분에 이를 관찰했습니다. 여러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으며,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조사관에게 그가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또한 허가 없이 물담배를 판매했다고 인정했으며 영업장은 뉴욕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보도를 막는 데 대해 발행한 야외 지침을 

어겼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퀸즈 29-01-19 24번 애비뉴의 "비어 가든 엣 보헤미안 홀(Beer 

Garden at Bohemian Hall)"  

8월 8일 토요일에 조사관은 이 시설에 고객들이 영업장 밖에 서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기관 태스크포스의 조사관들은 20명의 고객이 시설의 야외 

구역에 서서 술을 마시며 안면 가리개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20명의 추가 고객이 바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선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맨해튼 1447-1457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St. Nicholas 

Avenue)의 "럭키 세븐 레스토랑 앤 바(Lucky Seven Restaurant & Bar)"  

8월 8일 토요일에 조사관과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는 15명의 고객이 영업장 바로 앞에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당시 있었던 주인은 그가 군중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관들은 번쩍이는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야외에서 고객들이 

가까이 모이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5명의 직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아스토리아 25-51A 스타인웨이 스트리트(Steinway Street) 

"카페 에스프레스(Café Expresso)"  

8월 7일 금요일에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영업장 앞에서 15명의 

고객이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서서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대부분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적발했습니다. 테이블 없이 야외 서비스를 위해 

10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영업장의 주인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맨해튼 28-30 애비뉴 B의 "더 헤어리 레몬(The Hairy Lemon)"  

8월 8일 토요일에 주 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고객들이 안면 가리개 

없이 영업장 앞에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곳이 바 타입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실상 음식 없이 다수의 고객에게 술을 파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퀸즈의 40-19 벨 불라바드(Bell Boulevard)의 "피라미드 후카 

앤 바(Pyramids Hookah and Bar)"  

8월 8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12명의 고객이 바 바깥 보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안면 가리개 없이 술을 마시고 불법적으로 

물담배를 피우면서 밀접히 모여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맨해튼 1451 세인트 니콜라스 스트리트의 "라 카사 델 

모퐁고(La Casa Del Mofongo)"  

8월 8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영업장에서 아주 큰 음악이 

들려와 약 20명의 고객이 시설 앞에 모여서 술을 마시도록 격려하며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은 3명의 

주방 직원과 1명의 매니저를 포함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직원 4명을 기록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뉴욕시의 야외 식사 금지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겨 밖의 테이블에서 

서비스를 위해 줄을 서 있는 14명의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맨해튼 74 오차드 스트리트(Orchard Street)의 "라스 랩(Las' 

Lap)"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약 25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테이블 주변에 서고, 앉고, 무릎을 꿇은 채 작은 텐트 아래서 서로 밀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 내에서 조사관들은 8명의 

고객이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중 2명은 서 있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불법이었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맨해튼 154 웨스트 72번가의 "다크 불릿 사케 앤 오이스터 

바(Dark Bullet Sake and Oyster Bar)"  

8월 3일 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여러 고객이 영업장 내의 

바에서 음식 없이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을 때 

15명의 고객이 알코올 음료를 들고 즉시 영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맨해튼 68 웨스트 3번가의 "스파이시 문 비건 쓰촨(Spicy Moon 

Vegan Szechuan)"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약 14명의 고객이 영업장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2명은 바에 있었고 4명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3명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깥에는 5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스태튼 아일랜드 1435 하일런 불라바드(Hylan Boulevard) 

"시엘로 리스토란테(Cielo Ristorante)"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은 여러 명의 고객이 레스토랑 안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맨해튼 700 이스트 9번가의 "더 웨일랜드(The Wayland)"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최소 13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바 밖에 서서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 없이 술을 서빙받는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브루클린 429 로저스 애비뉴(Rogers Avenue), "골드 룸 

BK(Gold Room BK)"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2명의 고객이 영업장 내에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며 2명은 바에 서서 알코올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3명의 고객과 2명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브루클린 4404 애비뉴 H의 "홀시 바 앤 그릴(Halsey Bar & 

Grill)"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레스토랑 내에서 술을 마시는 

2명의 고객과 매니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6명의 고객 또한 영업장 앞에 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브루클린 2281 노스트랜드 애비뉴(Nostrand Avenue)의 "더 

쥬시 박스(The Juicy Box)"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10명의 고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며 영업장 밖에 텐트 아래에 서서 음료를 마시고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당시 있었던 소유주 및 여러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뉴욕시 경찰청 요원들은 영업장 내 불법적인 불꽃놀이를 찾아내고 

소환장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아스토리아 29-19 브로드웨이의 "알리아다(Aliada)"  

8월 7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착석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고객이 밖에 모여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동안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실내에 수많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맨해튼 162 애비뉴 B의 "매이든 레인(Maiden Lane)"  

8월 6일 목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를 가진 조사관들은 레스토랑이 단 0.5온스의 

오이스터 크래커 패키지와 영업장 내 소비와 '테이크 아웃'용으로 알코올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바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음식을 제공하라는 

주정부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6명의 고객이 외부 창문으로 

워크업 바에서 서빙을 받고, 약 17명의 고객이 영업장 내에서 크래커와 함께 음료를 

마시고, 다른 고객이 2잔의 마가리타를 주문하여 빨대만 받고 음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고객은 길을 건너 차에 탔습니다.  

  

2020년 8월 7일 맨해튼 14 이스트 47번가의 "14 이스트 47번 펍 주식회사(14 East 

47th Pub Inc.)", 일명 "코놀리스 펍(Connolly's Pub)"   

8월 6일 목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여러 명의 고객이 레스토랑 

밖에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오픈 컨테이너로부터 서서 술을 마시며 

매니저가 이를 보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브롱크스 1854 웨스트체스터 애비뉴(Westchester Avenue)의 

"올리비아스 레스토랑 앤 라운지(Olivia's Restaurant & Lounge)"  

8월 6일 목요일에 주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다수의 고객이 레스토랑 밖에 

모여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들려오며 고객들이 모이기를 

권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명의 고객은 야회 식사 구역 근처에서 안면 가리개 없이 

서서 알코올을 마시고 있었으며 2명의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아스토리아 34-07 30번 애비뉴 "도미니스(Dominie's)" 

8월 6일 목요일, 이른 저녁에 영업장에 직원들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고객이 

걸어와 바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 이후, 조사관과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는 

다시 돌아와 4명의 고객이 서서 알코올을 마시고 있고 2명의 고객은 내부에서 음식 없이 

바에서 음료를 주문하여 주방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맨해튼 238 이스트 9번가의 "클로이스터 카페(Cloister Café)" 

8월 7일 금요일에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은 뉴욕주의 오후 11시 금지를 한참 넘긴 새벽 약 

12시 30분에 이 시설에 대하여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관은 라이브 DJ가 있는 나이트클럽과 물담배 라운지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을 

발견했으며, 수많은 고객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며 안면 가리개 없이 영업장 앞에 



 

 

줄을 서서 모여 있었으며, 최소 20명의 고객은 고정형 지붕 아래 실내에서 술을 마시며 

주문한 음식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33건의 주요 화재 및 생명안전 위반을 

적발했으며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은 7건의 형사 소환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스태튼 아일랜드 5 하얏트 스트리트(Hyatt Street)의 

"마리스(Marie's)"  

8월 5일 수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여러 명의 고객이 레스토랑 

밖에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조사관들은 음식 없이 음료를 판매하는 워크업 바를 발견했으며, 소유주를 포함한 2명의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소유주에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자신의 시설에서는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주지사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브롱크스 1404 오그덴 애비뉴(Ogden Avenue)의 "피닉스 바 앤 

레스토랑(Phoenix Bar and Restaurant)"  

7월 31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영업장에 접근하면서 

지나치게 큰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안면 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았으며 

6명의 고객이 나이트클럽으로 변모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주차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식당이 기본적으로 라이브 DJ가 있는 물담배 라운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방에 음식 없이 술을 제공하고, DJ와 물담배 서버 외에도 5명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퀸즈 14-17 150번가의 "더 빌리지 그린(The Village Green)"  

8월 5일 수요일에 주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영업장의 문이 잠겨 있고 커튼이 

내려져 있으며 표지판이 안쪽을 볼 수 없게 막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주류 

병을 포함한 쓰레기를 버리는 직원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영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바 내부에서 음식 없이 술을 마시는 4명의 고객과 안면 가리개 

없이 고객들과 가까이 있는 1명의 바텐더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브루클린 8810 4번 애비뉴의 "폰테 베키오 레스토랑(Ponte 

Vecchio Restaurant)"  

8월 5일 수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레스토랑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12명의 고객을 발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약 

10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레스토랑 내부를 지나 뒤편의 파티오로 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프리포트 23 우드클레프트 애비뉴(Woodcleft Avenue)의 

"엘리엇츠(Elliot's)"  

8월 5일 수요일 약 오후 6시 30분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여러 명의 

고객이 야외 바에서 걸어다니며 음료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고, 주방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으며, 관리자는 고객에서 음식 없이 술을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위조한 음식 주문 영수증을 꾸미려고 시도한 후, 매니저는 그가 이를 조작했으며 



 

 

영업장이 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른 저녁에 여러 건의 위반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은 계속 운영하였으며 조사관이 2시간 후 돌아왔을 때, 약 

100명의 고객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프리포트 경찰청(Freeport 

Police Department)에 연락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69명의 고객이 혼잡한 야외 바에 

가까이 밀착해 음료를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브루클린 131 베리 스트리트(Berry Street)의 "그랜 

토리노(Gran Torino)"  

8월 4일 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6명의 고객이 내부 3개의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뉴욕시에서 실내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퀸즈 149-44 14번 애비뉴 "디 엔드 존(The End Zone)"  

8월 5일 수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7명의 고객이 영업장 내에서 

안면 가리개를 하지 않은 바텐더에게 서빙을 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에서 

금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브롱크스의 1353 에드워드 L 그랜트 하이웨이(Edward L Grant 

Highway)의 "베스티아 키친(Bestia Kitchen)"  

7월 31일 금요일에 조사관들은 8명의 고객이 영업장 앞에 서 있고, 매니저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밖에서 연주되어 

고객이 모이도록 격려하고 있었으며 시설 앞에 차들이 이중 주차하였고, 조사관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 없이 주차된 차 중 하나에 음료를 배달하는 직원을 

기록했습니다. 조사관들은 3명의 고객들 중 1명은 영업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2명은 

물담배를 피우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브롱크스 1472 오그덴 애비뉴의 "오사이드 레스토랑 앤 

라운지(O'Side Restaurant & Lounge)"  

8월 2일 일요일에 조사관들은 영업장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악이 흘러나오며 수많은 고객이 보도를 막고 음료를 마시고 모여 

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경비원은 안면 

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브루클린 744 머틀 애비뉴(Myrtle Avenue)의 "아나이아 

레스토랑(Anaiah Restaurant)"  

7월 30일 목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15명의 고객이 영업장 

뒷마당에 건설된 창고에서 물 담배를 피우고 음료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조사 당시 음식 서비스가 없었으며, 조사관은 3명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브루클린 2007-2011 에몬스 애비뉴(Emmons Avenue)의 

"시그내쳐 앤 파베르제(Signature & Faberge)" 



 

 

7월 24일 금요일에 뉴욕시 경찰청 요원들은 약 150~200명의 고객이 영업장 앞과 안에 

있는 것을 새벽 1시 30분에 발견했으며, 이는 뉴욕시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오후 11시 

이후 금지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뉴욕시 경찰청은 시설에 

수많은 경고를 발행했으며, 주말에 경찰이 레스토랑에 상주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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