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 보건 안전 관련 용어.
다음의 용어들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가압스팀멸균기 — 고압력 포화증기를 이용해서 도구 , 장비 및 그 외 물품을 소독하는 기구.
일반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 대중이 구입할 수 있는 미용, 이발, 전기분해 요법 제품.
화장품 — 사람들의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오염된 — 혈액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감염원이 물품의 표면에 묻어있거나 눈에 보이는 먼지,
모발, 피부 조각이 존재하는 상태.
진피 — 표피 바로 아래 세포층; 살아있는 피부세포층.
살균하다 또는 살균 — 기구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원균을 제거하는 행위.
소독제 — 미국 환경보호국 (EPA) 등록 제품으로, 미국환경보호국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인증한 제품. 그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PA 등록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살균할 수 있도록 액체로 되어있거나 전기 기구나 가위를 살균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나 와이프 형태여야 한다..
건식 열소독기구 — 거의 또는 전혀 수증기가 없는고온 에어를 사용해서 설비와 물품을 소독하는 기기.
표피—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 죽은 세포층.
전동 기구— 이발, 미용, 전기분해 요법을 위해 작동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한 기구로서, 전기 코드, 무선
충전기, 건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 클리퍼, 드라이어, 컬링 아이언, 스트레이트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외에 다른 기구들도 있다.
발 세면기 — 풋스파 의자에 앉아서 페디큐어하는 동안 고객이 발을 담구는 물 담는 용기.
고온스타일링 기구— 헤어 스타일링을 할때 열을 이용하는 기구.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이발, 미용, 전기분해 요법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어떤 형태의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기구. 가위, 면도칼, 큐티클니퍼, 큐티클 퓨셔, 네일 클리퍼, 메탈파일, 메탈스무더, 빗,
헤어클립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외에 다른 기구들도 있다.
유독성이 있는 — 인체에 들어오거나 접촉하면 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의 원인 될 수도 있는 물질
위생적인—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
때묻은—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소독하다 또는 소독— 가압스팀멸균처리기 또는 건식 열소독기구를 사용해서 전파나 전염이 가능한
인자(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포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죽이는 과정.
욕조 — 물을 채워서, 페디큐어하는 동안, 고객이 발을 담글 수 있는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오픈 형
그릇.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78. 최소 장비 및 용품.
(a) 시설 및 학교는 다음의 최소 장비와 용품을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헤어 서비스를 실습하는 장소라면 한 개 이상 뚜껑이 달린 머리카락 처리용 쓰레기통 배치. 머리카락은
반드시 뚜껑이 달린 용기에 처리해야 한다.
(2) 밀폐된 공중 구역에 더러워진 타월과 가운, 시트를보관하는 밀폐형 용기.
(3)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수건, 가운, 작업복, 린넨, 및 시트를 보관하는 밀폐형 캐비넷, 서랍,
또는 용기.

(4) 기구와 장비를 소독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제 용기. 반드시 “소독제”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여야 한다.
(5) (4)번 항목에서 명시된 용기에는 기구를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충분한 소독제가 들어 있어야 한다.
(6) 전기분해 요법이 시술될 경우, 982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압스팀멸균기 또는 건식 열소독기구.
(b) 시설과 학교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소독재를 혼합하여야 하고 항상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c)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 소독제 용기가 항상 시설 또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남은 소독제를 다
사용했다면,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빈 소독제 용기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7312(e) 항.
§ 979.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소독.
(a) 가위를 제외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독가능한, 모든 기구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1)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3)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완전히 기구의 물기를 제거한다.
(4) 그런 다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에 완전히 담군다.
(5)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은 기구를 소독제에서 꺼낼 때 보호장갑을 착용하거나, 집게를 사용해야
한다.
(b) (a) 항목에서 명시된 소독제는 다음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
(1) 항상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한다.
(2) 탁해보이거나 찌꺼기가 떠다니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d) 소독된 모든 기구는 “깨끗한” 또는 “소독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e) 소독한 기구는 소독할 수 없는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두지 말아야 한다.
(f) 가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1)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3)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와이프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g) 소독한 가위는 소독할 수 없는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두지 말아야 한다.
(h) 이 항에 명시된 기구를 982 항의 요건에 따라 살균한 경우, 이 항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0. 전기 기구의 소독.
(a) 클리퍼와 다른 전기 기구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한다:
(1) 우선,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리고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와이프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b) 모든 소독한 전기 기구는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전기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가열식 스타일링 기구는 제외).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0.1. 월풀 풋스파와 에어제트 세면기.
(a) 이 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월풀 풋스파” 도는 “스파”는 순환하는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세면기로
정의된다.
(b) 에어제트 세면기는 에어제트 스트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을 순환시키는 세면기로 정의된다.
(c) 각 월풀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세면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세면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세면기의 안쪽 벽을 문질러 닦고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물로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한 다.
(3) 물로 스파 세면기를 헹군다.
(4) 스파 세면기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운다.
(5) 세면기의 물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스파 세면기의 물을 빼고 헹군 다음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d) 매일 일과 종료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월풀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세면기는 다음의 순서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스크린과 기타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다.
(2) 스크린과 세면기의 안쪽, 기타 분리 가능한 부품, 그 부품의 후면에서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문질러 닦아낸다.
(3) 깨끗한 스크린과 기타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다시 삽입한다.
(4) 따뜻한 물과 세제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세제 제품)를, 세면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0 분 동안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순환시킨다.
(5)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세면기를 헹군다.
(6)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7)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8)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하루 일과 종료시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e) 최소 일주일에 한 번, (d) (1 ~ 6) 항목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 한 후 각 월풀 풋스파와 에어제트 세면기의
물을 배출하지 않고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해야한다:
(1) 소독제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 기구의 전원을 끄고 소독제를 최소 6 시간 동안 그냥 둔다.
(2) 최소 6 시간 동안 소독제를그대로 둔 다음 소독제를 배출하고 깨끗한 물로 헹군다.
(3) 깨끗한 물로 세면기를 다시 채우고 시스템에서 물을 배출시킨다.
(4)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f)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g) “서비스 정지” 월풀 스파는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반드시 그 풋스파가 서비스 정지 중임을
표기해야 한다. 그 풋스파에는 “서비스 정지” 표지판을 의자에 올려 전시해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h)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월풀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세면기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0.2.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청소 및 소독 절차.
(a)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 발판, 임펠러, 임펠러 장치와 프로펠러가 장착된
기구로 정의 된다.
(b)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스파 세면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발판과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다.
(3) 임펠라, 발판, 세면기 안쪽 및/또는 기타 부품. 부품 뒤 또는 아래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낸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헹군다.
(4) 깨끗이 청소된 발판 또는 기타 부품을 다시 조립한다.

(5)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c) 매일 일과 종료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b) (1 ~ 7) 항에서 설명한 순서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따뜻한 물과 세제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세제 제품)를, 세면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0 분 동안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순환시킨다
(2)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세면기를 헹군다.
(3)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4)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5) 세면기가 완전히 마를때까지 둔다.
(6)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하루 일과 종료시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d) 최소 일주일에 한 번, (c) (1 ~ 3) 항목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 한 후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물을
배출하지 않고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해야한다:
(1) 소독제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 기구의 전원을 끄고 소독제를 최소 6 시간 동안 그냥 둔다.
(2) 최소 6 시간 동안 소독제를그대로 둔 다음,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3)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e)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f) “서비스 정지” 월풀 스파는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반드시 그 풋스파가 서비스 정지 중임을 표기해야
한다. 그 풋스파에는 “서비스 정지” 표지판을 의자에 올려 전시해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g)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0.3. 월풀이 아닌 발 욕조 또는 욕조의 청소 및 소독.
(a)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월풀이 아닌 발 욕조” 또는 “욕조” 는 모든 대야, 욕조, 족욕기, 싱크 등
페디큐어 서비스 시 고객의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
(b) 각각의 월풀이 아닌 대야 또는 발 욕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발 대야 또는 발 욕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발 대야 또는 발 욕조 안쪽 면을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낸다.
(3) 발 대야 또는 발 욕조를 깨끗한 물로 헹군다.
(4) 발 대야 또는 발 욕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5)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6)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c)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d)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월풀이 아닌 발 대야 또는욕조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e) 모든 소독한 대야나 욕조는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청결” 또는 “소독 완료” 라벨을 달아서
보관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0.4 일회용 발 대야 또는 욕조용 라이너.
(a) 발 대야 또는 욕조 전용으로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회용,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라이너는 사용 즉시 만약의 감염이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버려야 한다.
(1) 페디큐어 대야 라이너를 버리고나면 발 대야 또는 발 욕조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야 한다. 발 대야 또는 발
욕조를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3)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4) 라이너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학교는 반드시 발 대야 욕조당 다섯(5) 개의 라이너를 준비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1. 기구 및 용품.
(a) 고객의 신체와 직접 닿고 소독할 수 없는 모든 기구와 용품(버퍼, 푸미스 스톤, 왁스 스틱, 발가락 분리대,
장갑, 면패드, 스폰지, 에머리보드, 넥스트립을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은 한 사람의 고객에게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b) 새 제품과 일회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기구들은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새 제품” 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보관해야 한다.
(c)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 중인 사람은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행위를 하는 동안 의류 또는 유니폼에 어떠한 기구 또는 용품도 넣거나 달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9(e) 항.
§ 982. 전기분해 요법 기구의 살균.
(a) 학교와 시설에서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소독할 수 있는 모든 전기분해 요법 기구는, 일회용, 사전 소독,
사용 후 폐기 제품인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를 제외하고, 다음에 나오는 방법 중 한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1)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서 물로 세척하고 (초음파 장비도 사용 가능), 다음 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A)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가압스팀멸균기 사용.
(B)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건식 열소독기구 사용.
(C) 반드시 각각의 소독된 패키지에서 소독 과정이 완료되었는지 표시해 주는 화학적 (색변화)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소독된 기구는 사용 할 때까지 소독된 패키지 안에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이 패키지는 손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소독 완료” 또는 “살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3)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4) 멸균장비는 매주 점검을 통하여 제조업체 지침에서 요구하는 온도에 도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일회용, 사전 소독, 사용 후 폐기 전기분해 요법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는, 사용 즉시 , 사용 전이라도
오염이 되었거나, 열어 보았을 때 손상되었을 경우, 반드시 구멍 방지 바늘 처분 용기에 넣어야 한다. 사분의
삼 이상 바늘 처분 용기가 차면 유해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고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3. 개인 청결.
(a) 고객을 대하는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항상 의복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b)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수행하기 바로 전에 비누와 물 또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알콜 베이스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철저하게 씻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4. 질병 및 감염.

(a) 시설 또는 학교는 알면서도 고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이,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b) 시설 또는 학교는 알면서도 면허 소지자와 학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면허 소지자와 학생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c)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과 고객 간에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또는 기생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 열을 동반하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해열후 24 시간까지.
- 연쇄상구균 인두염 (“패혈성 인두염”), 치료 시작 후 24 시간 또한 해열 후 24 시간까지.
- 화농성 결막염 (“핑크 아이”), 의사나 다른 자격증있는 임상의가 업무 복귀를 승인할 때 까지.
- 백일해 (“우핑코프”), 5일 간의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 수두 (“치킨팍스”), 발진이 생긴후 6일까지 또는 병소가 마르고 딱지가 생긴 경우 이 보다 일찍.
-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이 붓기 시작한 후 9일까지.
- 폐결핵, 지역 보건당국이 전염성이 없다고 확진할 때까지.
- 농가진 (박테리아 피부 감염), 치료 시작후 24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이기생증 (머릿니), 첫번째 치료후 다음 날 아침까지.
- 옴 (“옴벌레”),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d) HIV/AIDS 와 B 형 간염 (HBV) 등 혈액 매개 질환은 이 장의 목적상 전염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하는 사람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찰과상이나 베인
상처 등), 피부 감염이나 발진이 있는 사람의 피부나 두피에 서비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하는 사람의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피부 감염이나 발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보건안전법 121365 항.
§ 985. 넥스트립.
위생적인 넥스트립 또는 수건은 고객의 케이프 같은 보호용 덮개가 고객의 목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6. 목털이개 및 브러시.
(a)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목 또는 손톱 털이개와 다른 모든 메니큐어 브러시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야 한다:
(1)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다.
(2) 비누 또는 세제로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3) 먼지털이개와 브러시를 말린다.
(4) 깨끗한 먼지떨이개와 브러시를 “청결”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다.
(5) 고객에게 사용되었거나 오염된 모든 털이개와 브러시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천연 섬유, 페이셜, 아크릴, 겔, 네일아트, 화장용 브러시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야 한다:
(1)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다.

(2) 모너머, 메이크업 브러시 액체/스프레이 클리너, 알콜 등의 세정제를 사용해서 세척한다.
(3) 브러시를 말린다.
(4) 깨끗한 브러시를 “청결”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다.
(5) 고객에게 사용되었거나 오염된 브러시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7. Towels.
(a)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한 번 사용한 후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세탁과
위생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일반 상업 세탁 또는세탁이나 헹굼 과정에서160o F 이상의 물에
이십오(25) 분이상 담가두는 과정이 포함된 비상업적 세탁으로 세척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의 세탁기,
건조기, 세제, 린스 에이드 및 다른 첨가제 지침에 따라 상업적 세탁에서 찬물에서도 미생물을 줄여주는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가능하다. 세탁 세제가 반드시 항균세제일 필요는 없다.
(c) 모든 깨끗한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깨끗하고 노출되지않는 캐비넷이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8. 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화장품.
(a) 모든 액체 용품, 크림, 왁스, 샴푸, 겔, 및 기타 화장 조제품은 깨끗하고 뚜껑이 달린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우더는 깨끗한 쉐이커에 보관할 수 있다.
(b) 모든 병과 용기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잘 알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병과 용기에는 추가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c) 화장 조제품의 일부를 고객에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가 오염되지 않는 방식으로 용기에 덜어내야
한다.
(1) 이 조항은 병원균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입증된 화장조제품 (메니큐어 제품, 인조 모노머액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펜슬 화장품은 사용전에 깍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9. 금지된 유해 물질/제품의 사용.
시설 또는 학교에서는:
(a)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을 금지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b) 메타클리산메탈액 및/또는염화메틸렌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c)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DA) 또는 미국 직업안전보건국(EPA)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90. 머리받이, 샴푸트레이, 볼, 트리트먼트 테이블.
(a) 의자의 머리받이는 고객이 바뀔 때마다 깨끗한 타월이나 종이로 덮어야 한다.
(b) 샴푸트레이와 대야는 샴푸가 끝난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관리를 잘해서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 트리트먼트 테이블에는 사용 후에 반드시 깨끗한 전용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 깨끗한 수건, 또는
깨끗한 시트를 깔아야 한다. 수건이나 시트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즉시 트리트먼트 테이블에서 제거해서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에 넣고, 세탁과 위생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용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는 한 번 사용 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91. 침습적 시술.
(a)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의 표피 이상의 피부를 제거, 파괴, 절개, 또는 피어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기기, 기계, 또는 그 외 다른 기술, 또는 이상의 것들의 조합을 사용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침습적 시술로 간주될 것이다.
(b) 침습적 시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근육을 눈에 띄게 수축시키는 전기의 시술.
(2) 구입하려면 의료면허가 필요한 국부 로션, 크림, 세럼 또는 이 외 다른 물질의 사용.
(3) 전기분해 요법 바늘/와이어 필라멘트을 제외한 금속 바늘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
(4) 표피 아래 층의 피부를 긁어내거나 벗겨내는 행위.
(5) 면도날이 끝에 달린 도구나 비슷한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를 제거하는 행위.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16 항, 7320 항, 7320.1 항.
§ 992. 피부 각질제거.
(a) 미용 목적으로 오직 표피라고 불리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만을 어떠한 방법 또는 수단을
이용해서든 제거할 수 있다.
(b) 표피 외에 피부의 살아있는 세포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박피 기술은 금지되어있다.
(c) 피부 각질제거 용도로는 의료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d)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모든 각질제거 제품은 반드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16 항, 및 7320 항.
§ 993. 금지된 기구.
(a) 시설이나 학교는 굳은 살을 제거할 용도로 또는기타 유사한 시술을 위해 예리한 칼날이 끝에 달린
기구를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는기미제거와 기타 유사한 시술을 위해 바늘과 유사한 도구를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20 항, and 7320.1 항.
§ 994. 청결 및 유지보수.
(a) 시설이나 학교는 바닥, 벽, 목조부, 천장, 가구, 비품, 설비를 청결하고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는 쓰레기, 잘라낸 머리카락 더미 또는 폐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