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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추가 21개 뉴욕 바 및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를 발표  

  

뉴욕시 소규모 집단 감염 구역에서 운영한 세 곳 중지, "레드존" 내 약 100명이 참석한 

결혼 피로연 포함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238개 사업체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  

  

1,362건의 기소가 현재까지 신고 및 처리되었으며, 갱신된 중지 및 기소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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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위반으로 적발된 뉴욕주의 바 21곳의 주류 라이선스를 추가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정부의 소규모 집단 감염 전략으로 지정된 집중 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한 세 곳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정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정지된 주류 면허의 총 건수가 238건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칙을 위반한 바와 레스토랑에 대해 총 1,362건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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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은 집행만큼이나 중요하며, 바와 레스토랑에 

대한 점검이 증가함에 따라 규정 준수가 증가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심지어 주정부가 전파가 증가했음을 추적한 집중 구역의 소수의 

사업주들도 여전히 규칙이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지는 

뉴욕 주민에게 생각 없이 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주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주 전역에 걸쳐 집단 감염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바 및 레스토랑 

소유자는 주정부의 태스크포스가 법을 계속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주류를 제공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바 및 레스토랑 소유자가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이며 

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을 좋은 소식이면서도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명의 소수의 나쁜 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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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미준수와 관련된 위험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는 소수의 무모한 

사업주들이 주정부의 진보를 중단하거나 되돌리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의 행정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운스테이트의 시설에 대해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Multi-Agency Task Force)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주류관리청은 주 전역에서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한 칼리지 

및 카운티 주변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류관리청 위원회(State Liquor Authority Board)가 발행한 21개 시설의 약식 중지 비상 

명령은 뉴욕시,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모호크 밸리 및 

노스 카운티 지역에 위치합니다.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 브롱크스 - 1곳  

• 브루클린 - 2곳  

• 맨해튼 - 2곳  

• 퀸즈 - 4곳  

  

뉴욕시 외:  

• 올버니 - 1곳  

• 제퍼슨 - 1곳  

• 나소 - 2곳  

• 오네이다 - 1곳  

• 오렌지 - 1곳  

• 오스위고 - 1곳  

• 퍼트넘 - 1  

• 세네카 - 1곳  

• 서퍽 - 1곳  

• 웨스트체스터 - 2곳  

  

비상 중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디지털 녹화로 진행된 9월 30일에서 

10월 21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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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곳의 위반 사항 및 중지 날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유티카 215 르랜드 애비뉴(215 Leland Avenue)의 "브리즈 

연회 및 이벤트 센터(Breeze's Banquet & Event Center)"  

오네이다 카운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보고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의 

불만을 바탕으로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해당 시설이 9월 4일에 약 160명의 손님이 

참석한 결혼식을 개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은 6피트 떨어져 있지 

않았고, 손님이 뒤섞여 있었으며, 바에서 직접 음료를 주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약 50명의 손님이 대부분 안면 가리개 없이 춤을 추고 있었고, DJ는 

보건부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손님들에게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게시하지 말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본 행사 전날을 포함해 주류관리청에게 주 지침을 

따르라는 2번의 경고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주류관리청에 결혼식을 

개최하고 있지 않으며 9월 4일에도 결혼식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으로 

전달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퀸즈 136-11 38번 애비뉴(136-11 38th Avenue)의 "지브라 

라운지 II(Zebra Lounge NY II)"  

9월 27일 일요일에 뉴욕시 보안관 사무소(Sheriff's Office)는 구내에서 100명이 넘는 

고객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으며, 이는 

9월 30일 이전에 뉴욕시의 실내 음식을 제한하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부르기와 같은 

활동을 금지한 2020년 3월 16일 이후 시행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퀸즈 69-02 가필드 애비뉴(69-02 Garfield Avenue)의 "엘리트 

팰리스(Elite Palace)"  

9월 25일 금요일에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은 현재 해당 행사에 허가된 인원의 6배에 

해당하는 약 300명의 고객이 참석한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에 

대응했습니다.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수많은 고객이 서서 모여 술을 마시고,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포트 체스터 112 웨스트체스터 애비뉴(112 Westchester 

Avenue)의 "엘 누에보 호마스 태번(El Nuevo Jomas Tavern)"  

9월 26일 토요일에 포트 체스터 경찰서(Port Chester Police Department)와 함께 

공무원들이 이곳 구내에서 약 200명의 손님과 큰 파티를 열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신고에 대응하였습니다. 원래 법적인 최대 점유 인원은 90명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인해 4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경찰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손님이 거의 없었고, 18개의 물담배를 압수하였다고 보고했으며, 화재 경보 

시스템이 해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그레이트 넥의 555 노던 불라바드(555 Northern 

Boulevard)의 "레오나드 오브 그레이트 넥(Leonard's of Great Neck)"  

큰 모임과 과도한 소음에 대한 수많은 불만 신고로, 나소 카운티 소방경(Fire Marshall)은 

9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경에 매니저와 시설 밖에서 만났습니다. 관리자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100~120명의 손님과 함께 결혼식을 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비필수 

모임의 한계인 50명보다 2배가 넘는 수였습니다. 소방경은 라이선스 소지자가 2주 전에 

점유 인원 제한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손님들이 서서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있었고 한 방에는 80명이, 다른 방에는 120명의 손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워털루 401A 부디스 힐 로드(401A Boody's Hill Road)의 

"티키 바 노스(Tiki Bar North)"  

9월 26일 토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불만 신고에 따라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비밀리에 시설을 방문했으며 약 60명의 고객이 바와 야외 구역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12명의 고객이 바에 서서 술을 마시고 여러 고객이 술을 

주문하러 바로 다가가며,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아 모두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바텐더에게서 음식 없이 

술을 구매했으며 바 뒤의 주인 또한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외 

구역에서는 고객들이 서로 적절히 거리를 두지 않은 피크닉 테이블에 모여 있었으며 

테이블 사이로 자유롭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며 이동하고,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이스트 팻초그 1 퍼스트 스트리트(1 First Street)의 "파인 

그로브 인(Pine Grove Inn)"  

9월 26일 토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부주의 운전, 주변 지역의 도로를 막은 차량에 

대한 여러 건의 911 신고 후, 서퍽 카운티 경찰서(Suffolk County Police Department)는 

시설에 출동해 200~300명의 고객이 시설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외부 지역에서 

프로모션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열린 용기를 들고 야외 지역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라이선스 소유자 및 여러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해당 시설의 다른 이벤트가 광고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뉴버그의 136 레이크 스트리트(136 Lake Street)에 있는 "라 

보텔라 바 앤 레스토랑(La Botella Bar & Restaurant)"  

10월 2일 금요일에 모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불만에 따라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비밀리에 방문을 실시하여 라이브 DJ 공연과 약 100명의 고객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 15명의 고객이 춤을 추고 있었고 다른 십여 명이 당구를 치고 

있었으며, 이는 모두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고객들은 바 깊숙이 두 줄로 

서 있었는데, 조사관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바텐더에게 음식 없이 음료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6명의 직원 중 어느 누구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고객들이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마호팩 927 사우스 레이크 불라바드(927 South Lake 

Boulevard)의 "더 마호팩 인(The Mahopac Inn)"  



 

 

10월 2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불만 신고와 이전의 경고를 따라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바에 앉았으며 고객들이 양쪽으로 2피트 떨어져 있었고, 안면 

가리개를 코 아래로 내린 바텐더에게 서빙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약 30명의 고객이 

있었으며, 그 중 4명은 밴드 음악을 들으며 서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바는 고객들로 가득 찼으며, 항상 10~30명이 서 있었으며 알코올을 마시고 안면 

가리개 없이 시설 내를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두 번째 바텐더도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며, 직원은 한 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체는 7월 초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 및 모든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센트럴 스퀘어 68 루트 11(68 Route 11)의 "데이빗 

하이드어웨이(David's Hideaway)"  

10월 2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불만 신고에 따라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비밀리에 시설을 방문하여 약 20명의 고객과 2명의 바텐더가 내부에서 안면 

가리개 없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고 군중은 

2배로 늘어났으며, 더 이상 고객을 수용할 의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수많은 고객이 시설 전체에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으며, 약 20명의 고객이 바 

근처에 모여 있으며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체는 반복적으로 

위반을 했으며 8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직원의 안면 가리개 미착용 등의 행정명령 

위반으로 1,500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볼드윈 1177 그랜드 애비뉴(1177 Grand Avenue)의 

"드앰비언스(D'Ambiance)"  

10월 1일 목요일에 다수의 나소 카운티 기관 조사에서 6명의 고객이 바에 안면 가리개 

없이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음식이 서빙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헴스테드 

타운 규정 집행(Town of Hempstead Code Enforcement) 및 소방경은 다수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현지 소방 및 건물 규정(Fire and Building Code)에 대한 미준수로 시설의 

공중 집회 라이선스(Public Assembly License)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나소 카운티 

경찰은 9월 27일 일요일에 바 내에서 시작된 언쟁으로 경비가 언쟁에 얽힌 사람들을 

외부로 내보낸 후 한 여성이 시설 밖에서 총격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서(Nassau County Police Department, NCPD)는 바에서 아무도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밤에 이 사건에 대응했던 경찰은 시설 안에 30명이 

넘는 고객이 있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 하에 이 시설의 최대 점유 인원은 

25명 미만이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이들은 안면 가리개 없이 서서 마시고 있었으며 

음식이 서빙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워터타운 404 코트 스트리트(404 Court Street)의 "히친 

포스트 태번(Hitchin Post Tavern)"  

9월 27일 일요일에 시설 내 대규모 모임에 대한 불만 신고 이후, 워터타운 

경찰(Watertown Polic)이 태번에 도착했으며 70명이 넘는 고객이 안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 하 최대 점유 인원의 2배였습니다. 시설 



 

 

바로 뒤의 야외 구역에도 고객들이 더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설 내외 모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으며, 고객들이 자유롭게 뒷문을 통해 시설에 드나들고 

수많은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가까이 붙어 서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전에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지역 뉴스에 보고되었던 이 시설의 불안한 동영상에 

담겼던 상황과 유사했습니다.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마운트 버논 12 이스트 1번가(12 East 1st Street)의 "라 

보헤미아 레스토랑(La Bohemia Restaurant)"  

10월 1일에 마운트 버논 경찰서(Mount Vernon Police Department)의 경찰관들이 

조사를 실시하여 안에 100명이 넘는 고객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중 90명은 평소 

최대 점유 인원은 49명이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 하에서는 25명 미만인 2층 

공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레스토랑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의 분위기가 

나이트클럽과 같았다고 보고하며, 고객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가까이 

붙어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심각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시설은 승인되지 않은 DJ를 불렀고, 수많은 고객이 뉴욕주 

실내 흡연법(Indoor Smoking Act)을 명백히 위반하여 물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맨해튼 212 애비뉴 A(212 Avenue A)의 "팻 부다(Fat 

Buddha)"  

10월 9일 금요일에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 및 뉴욕 경찰서(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경찰관들은 20명이 넘는 고객이 서서 모여 사업체 바로 

밖에서 안면 가리개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야외 음식에 대한 뉴욕시 금지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겼습니다. 조사관들은 주방이 닫혀 있고 음식이 제공된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고객들이 열린 용기를 들고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경찰서 경찰관들이 군중을 분산시키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맨해튼 19 스탠톤 스트리트(19 Stanton Street)의 

"로쉘(Rochelle's)"  

10월 9일 금요일에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7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 없이 내부에 서서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의 경비원과 시설의 

매니저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체는 뉴욕시의 실내 서비스 

금지 시간인 12시를 한참 넘겨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사관들은 음식이 서빙되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주에서 코로나19의 급증을 유발한 모임과 밀집을 

막으려고 신설된 지침을 직접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브루클린 35 넵튠 애비뉴(35 Neptune Avenue)의 "와이즈 

바 앤 그릴(Wise Bar & Grill)"  

10월 9일 금요일에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Cuomo 주지사의 과학 

기반 집단 감염 대응 이니셔티브(Cluster Ac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실내 음식이 

금지된 "오렌지존(Orange Zone)"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안면 가리개 없이 바 밖에서 테이블을 기다리는 것을 관찰한 후 

조사관들이 입장했으며, 24명의 고객이 안에서 먹고 마시며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주방의 직원이 안면 가리개 없이 일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브루클린 3914 8번 애비뉴(3914 8th Avenue)의 "39 

판타스틱 바(39 Fantastic Bar)"  

10월 10일 토요일에 뉴욕 경찰서 경찰관은 실내 음식이 금지된 "오렌지존" 안에서 이 

바가 실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은 발견되지 않기 위해 창문을 

가려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고객을 안으로 슬쩍 들여보냈습니다. 보안 

경비원이 입장을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지하 

구역에 25명의 최대 점유 인원을 넘겨 약 100명의 고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10개의 노래를 부르는 방이 고객들로 가득 차 이들이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며 명백히 규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케타민 소유로 

7명을 체포하였으며 시설을 무질서하게 운영한 매니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올버니 430 뉴 카너 로드(430 New Karner Road)의 "셀틱 

홀(Celtic Hall)"  

10월 11일 일요일에 콜로니 경찰서(Colonie Police Department) 경찰관들은 클럽의 

소음 불만 신고에 대응하여 200명이 넘는 고객이 시설 내에 몰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서서 술을 마시고 뒤섞여 있었으며, 여러 고객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었고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콜로니 경찰은 

이전에 시설을 방문하여 소음 불만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 9월 20일에 군중을 

해산시키고 임시로 클럽을 폐쇄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관들은 100명 

이상의 고객이 서서 춤을 추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였고, 직원 또는 고객 모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퀸즈 92-06 173번가(92-06 173rd Street)의 "트로피칼 

판타지 바 앤 라운지(Tropical Fantasy Bar & Lounge)"  

10월 9일 금요일에 뉴욕 경찰서 경찰관들은 시설이 시설 앞 보도에 텐트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을 관찰했으며, 이 텐트는 보행자의 길을 막아 뉴욕시의 오픈 

레스토랑(Open Restaurant) 프로그램을 위반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많은 고객이 

텐트 아래 서서 술을 마시고 모여 있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뉴욕 

경찰서의 후속 방문 및 10월 17일 토요일 주류관리청 조사관의 조사를 포함한 추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계속해서 불법 텐트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반복 

위반자이며 주류관리청에서 이미 발급한 여러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기소가 계류 

중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브롱크스 3037 이스트 177번가(3037 East 177th Street)의 

"알피스 플레이스(Alfie's Place)"  

10월 17일 토요일에 순찰하던 뉴욕 경찰서 경찰관들이 시설 내에 들어가 바텐더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이 바에 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2명의 고객이 서서 불법 비디오 게임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주방 구역이 물리적으로 시설에서 분리되어 주류관리청의 허가 없이 이웃 사업체에 

임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후속 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주류 면허가 

주류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하고, 주류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면허 소유자를 기소했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퀸즈 102 39-55A 퀸즈 불라바드(102 39-55A Queens 

Boulevard)의 "다 미켈 팰리스(Da Mikelle Palace)"  

10월 18일 일요일에 뉴욕시 보안관 사무소 보안관보는 Cuomo 주지사의 집단 감염 대응 

이니셔티브에 의해 식별된 "레드존(Red Zone)"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것을 관찰했으며, 원래 이 시설 운영은 테이크 아웃 및 배송으로만 

제한되었습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보이기 위해 전면의 불빛을 끄고 

운영했음에도 보안관보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듣고 부지에 들어갔으며, 2개의 

방에 각각 25명의 고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안면 가리개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후 

보안관보들은 건물 내부에 "트로이카 레스토랑(Troyka Restaurant)"이라고 부르는 부속 

공간에 들어가서 약 45명의 고객이 먹고 마시며 라이브 밴드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객, 직원, 밴드 멤버 중 아무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 따르면 이 모임은 결혼식 피로연이었으며, 비필수 모임의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한 주전역의 코로나19 규정에 따라 이는 허가되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레드존"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필수 모임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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