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국 

 
점검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위반 

캘리포니아 규정집 16 타이틀 해당 절:  

979-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소독:  벌금 - $100.00 - $500.00 

위반을 피하려면:  

•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구를 소독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하고, 기구의 물기를 제거한 후 EPA 등록.소독제에 완전히 

 담구십시오. 기구를 소독제에서 꺼낼 때에는 보호 장갑을 착용하거나 집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독제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해야하며 탁해보이거나 찌꺼기가 떠다니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교체해야 합니다.  

 

     

•   더러워진 전기 비사용 물품(예: 빗, 브러시, 손톱깍기)은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 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   소독된 모든 기구는 “깨끗한” 또는 “소독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덮개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가위는 보이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물티슈 형태의 소독제로 닦아서 소독해야 합니다.      

•   소독한 기구와 가위는 소독할 수 없는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988-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화장품:  벌금- $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모든 액체 용품, 크림, 왁스, 샴푸, 파우더, 겔, 및 기타 화장 조제품은 깨끗하고 뚜껑이 달린 용기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파우더는 깨끗한 쉐이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병과 용기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잘 알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예: 물, 겔, 오일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화장 조제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가 오염되지 않는 방식으로 용기에 덜어내야 합니다. 

예: 왁스 용기에서 왁스를 덜을 때 동일한 왁스 스틱을 “두번 찍어서“ 덜지 마십시오. 

981 (a) – 소독할 수 없는 기구와 물품의 처리 위반:  벌금 - $100.00 - $250.00 

위반을 피하려면:  

•   소독할 수 없는 모든 기구와 용품(예: 버퍼, 푸미스 스톤, 왁스 스틱, 발가락 분리대, 장갑, 면패드, 스폰지, 

에머리보드, 넥스트립)은 한 사람의 고객에게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981 (b) – 새 제품과 일회용 기구들의 부적절한 보관: 벌금-$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새 제품과 일회용기구들은 깨끗하고 덮개가 있는 곳에 “새 제품” 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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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위원회 



 

7317- 무면허 시설/기술자: 벌금 - $25.00 - $1,000.00 

위반을 피하려면:  

•   개인 및/또는시설 면허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귀하가 일하는 시설이  허가 업소인지 해당 면허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직원이 면허 소지자인지 해당 면허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7351 – 화장실 관련 요건: 벌금-$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공중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실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   화장실에 어떤 보관 용기도 두면 안됩니다. 용품, 대걸레, 양동이 등을 화장실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65-면허증의 게시: 벌금-$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기술자의 면허는 눈에 잘 띄게 면허 소지자의 주 작업장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시설 면허는 눈에 잘 띄게 접수 구역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게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987-수건:  벌금-$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한 번 사용한 후 세탁을 위해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어  

 두어야합니다..      

•   화씨 160 도 이상의 물에 25 분이상 담가두는 과정이 포함된 상업적 세탁으로 세척하거나 찬물과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수선을 세탁해야 합니다.      

•   모든 깨끗한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깨끗하고 커버가 있는 캐비넷이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994-청결 유지와 수선: 벌금-$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모든 바닥, 벽, 목조부, 천장, 가구, 비품 및 부착물은 청결하고 수리가 잘 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시설은 쓰레기, 잘라낸 머리카락 더미 또는 폐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978 (a) (5) - 용기의 소독제가 부족하여 완전히 담글 수 없는 불충분한 소독: 벌금-$100.00 - $200.00 

위반을 피하려면:  

•   기구 소독시 기구를 완전히 담굴 수 있도록 소독제 용액을 충분히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기구가  

용기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예: 브러시 핸들이 삐져나오는 경우), 다른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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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목털이개/솔이 청결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임: 벌금-$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목, 손톱, 얼굴 또는 메이컵 잔유물 털이개를 적절하게 세척하십시오.  

•   깨끗한 털이개와 브러시를 “깨끗한”이라고 라벨을 붙은 깨끗하고 덮개가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더러워진 털이개와 브러시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이 붙은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990-머리받이, 샴푸트레이, 대야 및 트리트먼트 테이블:  벌금-$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의자의 머리받이는 고객이 바뀔 때마다 깨끗한 타월이나 종이로 덮어야 합니다.  

•   매번 샴푸가 끝날때 마다 샴푸트레이와 대야는 샴푸가 끝난 후 비누와 물 또는 다른 세제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   샴푸트레이와 대야는 관리를 잘해서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트리트먼트 테이블에는 사용 후에 반드시 깨끗한 전용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 깨끗한 수건, 또는  

 깨끗한 시트를 깔아야 합니다.     

•   수건이나 시트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즉시 트리트먼트 테이블에서 제거해서 세탁을 위해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는 매번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7349- 무면허 기술자의 고용: 벌금 - $1,000.00 

위반을 피하려면: 

•   고용하기 전에 기술자가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980(c) – 전기 기구의 소독: 벌금- 50.00 - $150.00 

위반을 피하려면: 

•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전기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가열식 스타일링 기구 제외). 

 

980.1(c)(7), 980.1 (d)(7), 980.2(b)(7), 980.2(c)(6), 980.2(d)(3), 980.3(b)(6) and 980.4(a)(2) – 

페디큐어 시설 청소 일지– 벌금- $100.00- $200.00 

위반을 피하려면: 

•   고객에게 사용후, 매일 일과 종료시, 및 매주 페디큐어 풋스파 의자, 대야 욕조 시설을, 귀하가 보유하신  

풋스파 의자, 대야 욕조의 종류(예: 파이프리스 풋스파, 비월풀 발대야, 족탕기, 및 일회용 발대야 또는  

발욕조 라이너)에 따라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페디큐어 시설 일지에 날짜, 청소 시행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후 청소인지, 일과 종료시 청소인지, 일주일마다 시행하는 청소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각각의 의자, 발대야, 또는 발욕조마다 개별적인 페디큐어 시설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시설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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