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위원회 

수수료 완화 – 질문과 답변 
 

1. 이미용 위원회 면허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완화는 무엇인가요?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긴급 구제를 
제공하는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으며,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1년과 2022년에 만료되는 
모든 면허에 대해 이미용위원회 면허 갱신 수수료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2. 감면되는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모든 영업시설/살롱 소유자는 2년에 한 번씩 40달러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며, 
각 시설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은 2년에 한 번씩 50달러의 면허 갱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면허 소지자 전원이 갱신 수수료 감면을 받게 되나요? 

수수료 완화는 모든 면허 갱신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560,000명 이상의 개인과 
53,000개 이상의 영업 시설이 포함됩니다.  
 

4. 감면은 언제 실시되나요? 

2021년 2월 23일, 주지사가 상원 법안 94를 포함하는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사회는 면허 만료일이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및 2021년 4월이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들의 갱신된 면허를 2021년 3월의 첫째 주중에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만료되는 면허의 
경우, 갱신된 면허는 만료일로부터 약 83일 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갱신된 면허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면허 소지자들이 수수료 완화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수료 감면은 모든 면허 갱신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면허 만료일 이전에 새 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6. 2021년에 만료된 면허에 대해 제가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날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연장되므로 다음 갱신 기간에 대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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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의 갱신 수수료는 2021 년 1 월 31 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제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면허 소지자는 2021 년 또는 2022 년에 납부해야 하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됩
니다.

8. 저는 2021 년 면허 갱신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위원회는 납부하신 2021 년 면허 갱신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가 2021 년 면허 갱신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다음 갱신 주기에 대한 갱신수수

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최초 신청 수수료에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원 법안 94 는 최초 신청 수수료가 아닌 면허 갱신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10.이미용 면허에 대한 수수료 완화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주지사가 상원 법안 94 에 서명한 결과로, 이미용 면허 소지자는 향후 2 년간 총 2,560 만달

러의 연간 면허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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