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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년 3월 22일 

제목: 2020년 3월 16일 발령된 행정 명령에 따른 알코올 음료의 포장 및 배송 운영에 관한 볼티모어 시의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수정된 안내지침 

발신: 볼티모어 시의 주류 라이센스 위원회 커미셔너(BLLC) 

 
 

볼티모어 시 내의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추가 안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BLLC는 2020년 3월 16일 발령된 호건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적용 가능한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들에게 다음 안내지침을 지키도록 

요청합니다. 

 

1. 포장 및 배송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D, 클래스 BD7 라이센스를 받은 시설(해당되는 경우)은 

영업장 외(포장) 소비만을 위해 음식과 알코올 음료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포장 및 배송을 할 수 없는 라이센스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a. 클래스 C 맥주 및 와인과 클래스 C 맥주, 와인 및 리커 그리고 클래스 LBAL (경기장 라이센스)는 포장 

및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Patapsco Arena 내에 포장 제품 스토어는 예외). 

 

3. 증류주 공장, 양조장 또는 와이너리는 알코올 음료의 포장과 배송을 수행하도록 허용됩니까? 

a. 그렇습니다. 증류주 공장, 양조장 또는 와이너리 라이센스 소지자는 라이센스 소지자가 생산하여 

밀봉된 용기에 넣은 제품인 경우 알코올 음료를 포장 또는 배송할 수 있습니다. 

 

4. 라이센스 소지자가 포장 또는 배송을 할 수 있는 제품 유형에 제약이 있습니까? 

a. 라이센스 소지자는 밀봉된 용기의 모든 유형 또는 크기의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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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5. 라이센스 소지자는 포장으로 자신의 시설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음료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또는 그 앞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소지자는 포장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된 알코올 음료가 허가 받은 영업장에서 

또는 바로 그 앞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6. 라이센스에 배송 서비스가 첨부되지 않은 라이센스 소지자가 자신의 특전을 활용하려면 BLLC에 

신청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이 일시적인 특전을 활용하기 위해 BLLC에 배송 서비스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이것은 영구적인 특전입니까? 

a.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 3월 16일에 발령된 행정명령에 의해 허가된 일시적인 특전입니다. 이 

일시적인 특전은 비상사태와 재앙적인 보건 비상 공포의 종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주지사의 법률고문실에서 2020년 3월 16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해석 안내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또는 여기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부 

행정 세크리터리인 Thomas R. Akras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410-396-4377 또는 이메일: 

thomas.akras@baltimorecity.gov) 

https://llb.baltimorecity.gov/sites/default/files/OLC%20Interpretive%20Guidance%20COVID19-01.pdf
mailto:thomas.akras@baltimorecit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