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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슈퍼 전파" 결혼식 주최 후 노스 포크 컨트리 클럽 주류 면허 긴급 

중단 발표  

  

노스 포크 컨트리 클럽, 10월 17일 113명의 하객이 참석한 결혼식을 주최하여 팬데믹 

기간 중 법적 행사 제한 인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참석한 가운데 30여 건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서퍽 카운티 보건부의 조사, 주류 관리청에서 컨트리 클럽의 주류 면허를 일시 

중지하도록 주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팬데민 관련 모임 제한을 위반하고 슈퍼 

전파가 발생한 노스 포크 컨트리 클럽(North Fork Country Club)에서 지난달 진행된 

결혼식 이후 해당 클럽의 주류 면허를 즉결 중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허용되는 수의 두 배 이상인 113명의 하객이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최소 

34건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59명의 개인이 격리되었고 여러 

학교가 일시적으로 대면 학습을 중단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결혼식이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규모 모임은 너무 자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슈퍼 

전파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불쾌하고도 무책임한 일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팬데믹이 진행된지 8개월이 되었으며,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업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저는 해당 클럽에 책임을 묻도록 한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 책임자를 비롯한 그의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따르면, 롱아일랜드의 커쵸그에 위치한 

노스 포크 컨트리 클럽은 10월 17일 113명이 참석한 결혼식을 주최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에 대한 뉴욕주의 50명 인원 제한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결혼식은 하객 30명, 컨트리 클럽 직원 3명, 웨딩 업체 관계자 1명 등 

최소 3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슈퍼 전파 행사가 되었습니다. 에 대한 

긍정적 인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 행사로 인해 주변 지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잠재적으로 노출된 159명의 개인이 격리되고 여러 학교가 일시적으로 대면 학습을 

중단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후, 서퍽 카운티 보건부는 뉴욕주 주류 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에 해당 사건을 위탁했습니다. 11월 6일, SLA는 노스 포크 컨트리 클럽에 코로나19 

제한 사항 및 부지에 대한 적절한 감독 불이행과 관련하여 Cuomo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미준수한 다수의 사례에 대해 기소했 습니다. SLA는 또한 해당 클럽의 주류 면허에 대한 

즉결 정지를 발행하여 징계 위반이 처리되는 동안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SLA는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즉결 정지를 

발행했습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이 유형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이 결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류 관리청(SLA)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면허자는 확산을 막기 위한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중 보건 위기에 처해 있으며, SLA는 

이러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SLA의 즉결 정지 조치는 Vincent Bradley SLA 의장, Lily Fan 커미셔너, Greeley Ford 

커미셔너에 의해 전체 위원회의 특별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회의는 11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디지털 화상 회의 녹화로 진행되었습니다. SLA에서 

면허를 즉결 정지하면 하나 이상의 징계 위반을 주장하는 "청원 통지"도 제공됩니다. 

SLA의 면허 즉결 중지 결정은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아니며, 면허 소지자는 독립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앞에서 신속한 행정법 심리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즉결 정지 명령은 SLA 또는 검토 법원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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