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 ● GAVIN NEWSOM, GOVERNOR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Phone: (800) 952-5210   Email: barbercosmo@dca.ca.gov 
Website: www.barbercosmo.ca.gov 

인스펙션 
자기점검 

가끔식 자기 점검을 수행하시면 귀하께서 이미용위원회 (이하 위원회 )의 규정과 캘리포니아의 법의 준수 상태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스펙션에서 언급되는 귀하의 위반 횟수를 줄여 줄것입니다 .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 인스펙션이 시행될 때 , 

살롱의 소유주나 살롱에서 일하는 면허증 소지자에게 위반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 다음의 지침은 자기 점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B&P) 사업 및 전문업법 

(CCR) 캘리포니아 규정집 16 편 9 부 

시설 면허 

모든 답변은 “예”이어야만 합니다 . 

1. 귀하께서는 시설 면허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B&P 7317) o 예 o 아니오 

2. 귀하의 시설 면허는 현재 유효합니까 ? 현재 유효한 면허증만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 검사관은 유효하지 

않은 면허증을 압수할 것입니다 .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B&P 7347, 7317, 119(f) CCR 
965(c)) 

o 예 o 아니오 

3. 현재의 소유주와 주소가 면허증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습니까 ? 그렇지 않다면 , 귀하께서는 새로운 시설 

면허증을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 (B&P 7347) 
o 예 o 아니오 

4. 가장 최근의 "소비자 메시지 "(BBC-CP01 (2/2017)) 가 로비 지역에 두드러지게 게시 되었습니까 ?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있는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CR 905) 
o 예 o 아니오 

5. 노동권 고지가 직원에 대해 다른 유사한 고지가 게시되는 위치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 있습니까 ? 그렇지 

않은 경우 , 다운로드 가능한 사본은 이사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P 7353.4) 
o 예 o 아니오 

6. 책임을 질 수 있는 면허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 반드시 점검의 목적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면허증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 (B&P 7348) 
o 예 o 아니오 

7. 귀하의 시설이 개인의 주택 안에 있다면 , 개인적인 주거 영역의 출입문과 분리된 별도의 출입문이 

있습니까? (B&P 7350) 
o 예 o 아니오 

개인 면허 

모든 답변은 “예”이어야만 합니다 . 

8. 모든 직원들이 현재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 현재 유효한 면허증만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 

검사관은 그렇지 않은 모든 면허증을 압수할 것입니다 .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B&P 7349, 
119(f), CCR 965(c)) 

o 예 o 아니오 

9. 면허증 소지자가 주로 일하는 공간에 모든 면허증을 눈에 띄게 붙여놓았습니까 ? 면허증 소지자가 일할 

때에는 언제나 면허증을 붙여놓아야 합니다 . (CCR 965(a)) 
o 예 o 아니오 

10. 모든 면허증 소지자가 근무시간에 정부에서 발행한 ,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CCR 904(d)) 

o 예 o 아니오 

위생 / 보건과 안전 

모든 답변은 “예”이어야만 합니다 . 

11. 소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품들은 

소독을 위해 반드시 용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담구어야합니다 .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 두어야 

합니다. (CCR 978(a)(5),979(b)(1)) 

12. 소독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까 ? 소독제 라벨은 반드시 EPA 등록 박테리아 , 바이러스, 곰팡이 

살균제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CCR 978(c)) 

o 예 

o 예 

o 아니오 

o 아니오 

13. 확인을 위해 , 점포에서 라벨에 제조사가 표기된 용기를 사용하십니까 ? (CCR 978(c)) o 예 o 아니오 

14.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와 전기사용 설비 모두에 정확한 소독 절차를 시행하고 계십니까 ? (CCR 
979, CCR 980) 

o 예 o 아니오 

15. 소독제를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고 계십니까 ? (CCR 978(b)) o 예 o 아니오 

16. 소독할 수 없는 모든 물품은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 (CCR 981(a)) o 예 o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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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 보건과 안전 

모든 답변은 “예”이어야만 합니다 . 

17. 고개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넥스트립이나 수건을 사용하십니까 ? (CCR 985) o 예 o 아니오 

18. 깨끗한 도구들은 더러운 도구들과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십니까 ? 더러운 도구들은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보관하십니까 ? (CCR 979(c)) o 예 o 아니오 

19. 새 소모품 및 단일 사용 , 깨끗하고 덮여 저장 장소에 일회용 도구레이블 "새로운"? (CCR 981(b)) o 예 o 아니오 

20. 깨끗한 도구들을 ”깨끗한”, “살균한”이라고 라벨을 붙인 용기에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십니까 ? (CCR  
979(d)) 

o 예 o 아니오 

21. 모든 월풀 또는 에어제트 세면기 , 관없는 풋스파 (발판, 임펠러 , 임펠러 장치와 프로펠러 ), 발대야 또는 

욕조(모든 세면기 , 욕조, 싱크, 볼 및 발관리 서비스에 물을 사용하는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설비)는 고객에게 사용할 때마다 , 일과 종료시 ,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하고 , 

적절하게 기록하십니까 ? (CCR 980.1, 980.2, 980.3) 

o 예 o 아니오 

22. 발대야 또는 욕조용 라이너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되고 제조된 일회용 , 사용 후 버리는 , 재활용품 

라이너를 사용 즉시 매번 버리십니까 ? 발대야 하나당 최소 5 개의 라이너를 항상 점포에 보관하십니까 ? 
(CCR 980.4) 

o 예 o 아니오 

23. 바닥, 벽, 천장, 가구, 비품, 부착물이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입니까 ? (CCR 994(a)) o 예 o 아니오 

24. 헤어서비스를 제공중이라면 시설에 온수와 냉수 수도가 있습니까 ? (CCR 995(b)) o 예 o 아니오 

25. 공공 화장실이 있습니까 ? 깨끗합니까 ? (B&P 7351) o 예 o 아니오 

26. 온수와 냉수 수도가 있는 세면대 시설이 있거나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 비누 (액체 비누 또는 

가루 비누 , “모두 같이 사용하는 ” 바 비누가 아닌 비누 )를 제공하십니까 ? (B&P 7352) 
o 예 o 아니오 

27. 화장실에 물품을 보관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우고 사용하십니까 ? 화장실을 물품 , 대걸레, 버킷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B&P 7351) 
o 예 o 아니오 

28. 들고 다니며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 (CCR 995(c)) o 예 o 아니오 

29. 머리카락을 처분하기 위한 뚜껑 있는 쓰레기통이 최소한 한 개 이상 있습니까 ? (CCR 978(a)(1)) o 예 o 아니오 

30. 깨끗한 수건 , 시트, 로브, 린넨과 작업복을 문이 있는 캐비넷 또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십니까 ? 
(CCR 987(c), 978(a)(3)) 

o 예 o 아니오 

31. 더러워진 수건 , 로브, 가운, 작업복 , 린넨, 시트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십니까 ? (CCR 987(a), 
978(a)(2)) 

o 예 o 아니오 

32. 모든 폐기물 , 머리카락 더미 또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즉시 버리십니까 ? (CCR 994(b)) o 예 o 아니오 

33.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 모든 직원들이 손을 씻거나 균일하게 효과적인 알콜 베이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CCR 983(b)) 
o 예 o 아니오 

34. 고객을 받을 때마다 매번 머리 받침 및 /또는 트리트먼트 테이블에 깨끗한 수건 , 시트 또는 종이를 

까십니까? (CCR 990(a)(c)) 
o 예 o 아니오 

35. 샴푸볼과 싱크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 머리카락 거름망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 
(CCR 990(b)) 

o 예 o 아니오 

36. 모든 용기와 스프레이 병에 정확하게 라벨을 붙이십니까 ? (CCR 988(b)) o 예 o 아니오 

37. 유독성 물질에 라벨을 붙이십니까 ? (CCR 988(b)) o 예 o 아니오 

38. 화장품 제품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남은 화장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용기에서 덜어내서 

사용하십니까? (CCR 988(c)) 
o 예 o 아니오 

기타 

모든 답변은 “아니오”이어야만 합니다 . 

39. 직원들이 물품이나 도구를 옷 위나 안에 가지고 다닙니까 ? 가위, 도구집과 파우치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CCR 981(c)) 
o 예 o 아니오 

40. 금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 (CCR 991, B&P 7320) o 예 o 아니오 

41. 시설에 화학약품 , 의료용 메스 , 의료용 물품 , 바늘, 용기 등 의료 시술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 , 설비, 도구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B&P 7320.2, 7320.1) 
o 예 o 아니오 

42. 시설을 숙박이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B&P 7350) o 예 o 아니오 

43. 시설에 캘로스 레이져 면도기 (크레도 블레이드 ), 금속 스크레이퍼 (그레이터 ) 등 불법적인 금속 기구를 

사용하시거나 보관하고 계십니까 ? (CCR 993(a), 993(b)) 
o 예 o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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