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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살롱의 
보건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 및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 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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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관련 연락 정보 

포켓용 소책자 안내서 
귀하의 살롱은 안전합니까? 
캘리포니아 이미용위원회(BBC)는 소비자와 이미용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건과 안전 문제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BBC는 CA안전살롱 

(CASafeSalon)이라는 공익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BBC 

는 대중과 면허 소지자에게 살롱 보건 안전, 근로자의 권리, 

및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살롱이용을 위해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CA 

안전살롱(CASafeSalon) 

www.barbercosmo.ca.gov/consumers/safesalon.shtml 

http://www.barbercosmo.ca.gov/consumers/safesalon.shtml
http:www.barbercosmo.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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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락 정보 
조세형평국(BOE) 
BOE 는 캘리포니아의 판매세 관리 기관입니다.  
www.boe.ca.gov 

일반적인 세금 관련 질문:   
(수신자 부담 전화) 

(800) 400-7115  

외국:  (916) 445-6362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CRS): 
(청각 장애 및 언어 장애) 

     711   

산업 재해 보상국(DWC) 
DWC는 귀하의 다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업 관련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베네핏 및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www.dir.ca.gov/dwc 

일반적인 질문:  
(수신자 부담 전화) 

(800) 736-7401  

고용개발부 (EDD) 
EDD는 직업 서비스, 실업 보험, 주 정부  장애 
보험, 인력 투자, 및 인력 시장 정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소득세의 징수와 감사를 
처리하고, 근로자의 고용 기록을 관리합니다. 
www.edd.ca.gov 

사무소 연락 정보:  www.edd.ca.gov/About_
EDD/Department_Directory.htm

 
 

이메일:  https://askedd.edd.ca.gov 

국세청(IRS) 
IRS는 국가의 세금 징수 기관이며, 의회에 의해 
제정된 국세법을 관리합니다.  
www.irs.gov 

사무소 연락 정보: www.irs.gov/uac/Contact-
My-Local-Office-in-California 

IRS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SB/
SE) 

 

SB/SE는 1천만 달러($10,000,000)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 및 1040 양식, 스케줄 
C,E, F 또는 2106 양식을 사용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
Businesses-&-Self-Employed/Small-
Business-and-Self-Employed-Tax-Center-1 

노동위원회(또는 노동기준 집행부[DLSE]) 
노동위원회는 고용 권리, 차별 대우 및 
부당 해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발 
(Complaint) 접수 기관이며, 차별 대우, 보건 
안전 관련 행위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기관입니다.  
www.dir.ca.gov/dlse/dlse.html 

사무소 연락정보: www.dir.ca.gov/dlse/
DistrictOffices.htm

 
 

이메일:  dlse2@dir.ca.gov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 
FTB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요한 세금 정책을
관리합니다: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www.ftb.ca.gov

 

 

일반적인 질문:  
(수신자 부담 전화) 

(800) 852-5711  

연중무휴 24 시간 자동 응답  
지원 서비스:  (800) 338-0505 

외국:   (916) 845-6500 

TTY/TDD:   (800) 822-6268 

미국 노동부(DOL) 임금 및 근로 시간과(WHD) 
DOL의 WHD는 연방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 
수당, 자료 보관 및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상 아동 노동 요건 및 이민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고용 기준 및 근로자 보호 등을 
관리하는 집행 기관입니다 .  
www.wagehour.dol.gov 

일반적인 질문 :  
( 수신자 부담 전화 )

(866) 487-9243  
 

TTY/TDD:  (877)  889-5627 

DO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OSHA) 
근로자들은 직업상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질의, 정보제공 요구, 또는 OSHA 
의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www.osha.gov 

일반적인 질문:  
(수신자 부담 전화) 

(800) 321-6742  

Cal/OSHA 
www.dir.ca.gov/dosh 

일반적인 질문:  
(수신자 부담 전화)

(844) 522-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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