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추가 16개 뉴욕 바 및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를 발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217개 사업체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
지난 주 8,60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규정 준수 점검을 실시하여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에서 40개 시설 추가 위반 사항 적발
1,16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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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곳의 주류 라이선스를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 주류 라이선스 정지를 받은 총 시설 수가 217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주 경찰(State Police) 및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이 이끄는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 포스가 8,634건의 준수 확인을 실시했으며,
40개 시설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SLA는 코로나19 사례 증가가 발생한 대학 지역 및 카운티, 인근에 초점을 맞추면서
뉴욕주 기타 지역 전체에 걸쳐 규정 준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버니, 더치스,
온타리오 카운티의 일시 중단은 이러한 단속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SL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대학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여전히 이러한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모하게 동료 뉴욕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독감
시즌이 시작되고 대학과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서 뉴욕주 내에서 지역별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위험 요소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자신들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공공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소수의
사업체를 막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고 직원 및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류관리청 위원회(State Liquor Authority Board)가 발행한 16개 시설의 약식 중지 비상
명령은 뉴욕시,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및 주도 지역에 위치합니다.
뉴욕시 적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브롱크스 - 1곳
브루클린 - 4곳
맨해튼 - 1곳
퀸즈 - 1곳

뉴욕시 이외 지역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올버니 - 1곳
더치스 - 2곳
나소 - 2곳
오네이다 - 1곳
온타리오 - 1곳
서퍽 - 2곳

비상 중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디지털 녹화로 진행된 9월 19일 및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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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및 레스토랑 16곳의 위반 사항 및 중지 날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9월 19일, 브루클린 5번 애비뉴 4015, "로스 카보스 카티나 앤 레스토랑(Los
Cabos Cantina & Restaurant)"

9월 17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매장 내 부스와 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고객 9명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매장의 전면 유리를 가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2020 년 3월 16일 이후 발효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바텐더 및 일부 접객 스태프가 안면 가리개 미착용을 적발했습니다.
음식이 서빙되지 않았고 주방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2020년 9월 19일, 맨해튼 5번 애비뉴 683, "테일(Tale)"
9월 17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 및 뉴욕 경찰서(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소속 경찰관은 전면 유리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바에 앉아 있는 세 명, 서 있는 세 명,
당구를 즐기는 세 명,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 명 등 매장 내 고객 11명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2020 년 3월 16일 이후 발효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2020년 9월 19일, 세인트 제임스 레이크 애비뉴 244, "파티오 이탈리안 키친(Patio
Italian Kitchen)"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대규모 모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은 9월 16일에 매장을 방문하여 건물 밖에 모여 있는 약
100명의 인파를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서서 술을 마시며 어울렸고 대부분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후, 조사관은 소유주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당 소유주가 행사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매장에서는
즉시 공중 보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접객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9월 19일, 올버니 브로드웨이 1278, "조니스 온 브로드웨이(Johnnie's on
Broadway)"
9월 18일 SLA 조사관들은 약 15명의 고객이 건물 정문 앞에 서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사관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서 술을 마시거나 바 주변을 걸어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 약 70명을 발견했습니다. 위장한 조사관이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사람이 가득한 바에서 15분 내내 대기했고, 음료는 음식 없이
제공되었으며 어떤 고객도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관들은 약 30명의
고객들이 매장 뒤편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모여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고, 이중 8명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의
소유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SLA 조사관에게 7월 22일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SLA가 정기적인 후속 조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9일, 포킵시 메인 스트리트 302, "크래프트 302 레스토랑(Craft 302
Restaurant)"
9월 18일 SLA 조사관과 포킵시 타운 경찰서(Town of Poughkeepsie Police Department)
소속 경찰관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 직원 8명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와

접객 스태프가 입구에 있었고, 매장에는 바텐더 세 명, 요리사 한 명, 경비 2명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바에 앉아 있는 고객 7명을
비롯해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매장 내 부스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 약 20명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모든 고객이 음식을 주문했다고 주장했지만 음식 메뉴가 적혀
있는 영수증은 두 개 뿐이었습니다.
2020년 9월 19일, 퀸즈 1번 애비뉴 107-11, "스타즈 프린세스(Starz Princess)"
9월 18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 소속 조사관 및 NYPD 경찰관들은 일부 컵에
음료를 담아 마시는 사람을 비롯해 매장 앞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배회하는
약 10명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매장 내부에서 조사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면 가리개도 착용하지 않은 고객 최소 25명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실내 행사에 약 150명의 예약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며, 2020 년 3월 16일 이후 발효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2020년 9월 21일, 브루클린 처치 애비뉴 3523, "브루클린 재즈 앤 스포츠
클럽(Brooklyn Jazz & Sports Club)"
9월 19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 및 NYPD 경찰관들은 매장 안에서
아주 큰 음악이 들렸으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6명의 고객이 시설 앞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팀이
매장으로 들어가자 몇몇 고객이 뒷문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DJ가 음악을 틀고 고객 최소
20명과 직원 5명이 매장 내에 있었습니다. 이는 2020 년 3월 16일 이후 발효된 실내
식사 제한에 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음식이
서빙되지 않았으며, 조사관들은 저녁 시간 주방이 닫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브루클린 처치 애비뉴 4706, "더 힐스 레스토랑 앤 라운지(The Hills
Restaurant and Lounge)"
9월 19일 금요일에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 및 NYPD 경찰관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장 부지 바로 에서 술을 마시며
서있는 6명의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매장 뒤편에서 조사관들은 두 개에 텐트에 모여
있는 고객 106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중 하나의 텐트는 세 면이 막혀 있었으며, 이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침 위반입니다. 고객들은 10명이 넘는 그룹으로 모여
않아 있었으며, 수많은 고객들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과
주인 중 그 누구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뉴욕시 건물관리부(NYC
Department of Buildings)는 뒤편 공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퇴거 명령을 매장에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맨해튼 애비뉴 오브 더 아메리카스 1350, "비체 쿠치나(Bice
Cucina)"
9월 22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레스토랑 안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중 세 개의 별도 테이블에 고객 11명이 있었고, 기타 고객
6명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는 2020 년 3월 16일 이후 발효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제네바 세네카 스트리트 38, "라일리 제이스 온 세네카(Rylie J's on
Seneca)"
대학 지역 바에 초점을 맞춘 SLA의 단속 노력의 일환으로, SLA 조사관은 비밀 단속을
위해 9우러 17일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테이블에
서있는 대학생 나이의 고객 6명이 음식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7명으로 구성된 다른
단체 고객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처 테이블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바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 두 명을 보았으며,
그들처럼 음식 없이 바에서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에
조사관들이 바를 떠날 때 즈음에는 약 45명의 고객이 바에서 서로 어울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마사페쿠아 파크(Massapequa Park) 프론트 스트리트 109,
"프로히비션(Prohibition)"
9월 23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약 35명의 고객들이 건물 밖에서
모여 있고 서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매장 내부에서 조사관들은 고객 약
43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중 세 명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밴드의 라이브
연주를 감상하며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주인은 조사관에게 그가 영업 허가를 받은
건물 밖에 사람이 모인 것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공중 보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20년 9월 26일, 피시킬 9번 도로(Route 9) 387, "콰르체티스 로드사이드
카페(Quartchetti's Roadside Café)"
9월 25일 SLA 조사관은 약 50명의 고객이 모여 있는 텐트 밑에서 연주하는 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중 적어도 30명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서서 어울리고
있었으며, 10명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매장 내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바텐더 한 명을 비롯해 외부 바에서 바텐더 세 명의 안면 가리개
미착용을 발견했습니다. 콰르체티스 로드사이드 카페의 주류 면허는 2020년 8월
27일에 발급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6일, 뉴욕 밀스 메인 스트리트 169, "트윈 폰즈 골프 앤 컨트리 클럽(Twin
Ponds Golf & Country Club)"
9월 15일 SLA 조사관들은 오네이다 카운티 보건부 (Oneida County Department of
Health, DOH)로부터 면허 소유자가 8월 29일에 100명 이상의 고객이 참석한 결혼식
진행을 인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사의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허용되는 부지 내 수용 인원의 두 배이며, 법에 따른 수용 인원보다 50 퍼센트 많은
수준입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DOH의 보고에 따르면 고객들이 의무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었고 의자 간 거리는 2피트 미만이었으며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면허 보유자가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머물렀던 곳을 폐쇄, 청소, 소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26일, 칼버튼 폭스 힐 드라이브 100, "조지아스 케이터링(Giorgio's
Catering)"
9월 25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들은 영업장 내에서 열린 결혼식
리셉션에 90명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인원은 법적 제한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이들 중 절반은 매장 내에서 서서 어울렸으며, 나머지 절반은 외부 덱에서
서로 어울리고 술을 마시면서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26일, 완타그 메릭 로드 3037-3039, "빈치지 스포츠 바(Vintage Sports
Bar)"
9월 26일 나소 카운티 경찰서(Nassau County Police Department)는 건물을 단속하여
매장 내에서 98명의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매장의 경우 코로나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은 40명입니다. 경찰관들은 매장 내 인원이 너무나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가 불가능했으며, 수많은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서서 어울리며
춤을 췄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했으며, 7월 11일,
18일, 26일 행정 명령 위반으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7일, 브롱크스 제롬 애비뉴 1306, "라 푸엔테 스테이크 하우스(La Fuente
Steak House)"
8월 26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 포스 소속 조사관 및 NYPD 소속 경찰관들은 매장의
보도 카페 구역, 보도, 이웃 매장 앞의 보도까지 30명이 넘는 고객이 모여 서서 술을
마시며 물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 이상의 고객이 텐트 구역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해당 텐트의 3면에 막혀 있어 규정에 의해 금지된 실내 타입의 좌석 공간에
해당합니다. 주방 직원 및 바텐더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반복적으로 규반을 위반했습니다. 적발 하루 전 음식 서비스
미제공 및 직원의 안면 가리개 미착용, 허가 없이 물담배 시설 운영하는 등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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