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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P (800) 952-5210   F (916) 575-7280 www.barbercosmo.ca.gov  

산업 회보 2013/6/4 -무먼허 모바일 활동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의 산업 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Board) 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 대중 산업 잡지의 최근 광고는 편의를 위해 고객의 가정 , 사무실 , 호텔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 미용 서비스를 한다는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Board 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이발 , 미용 ( 손톱 및 피부 케어 포함 ) 및 전기 제모 서비스의 모든 행위들이 허가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피허가자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 따라서 , 고객의 주거지 , 
호텔 , 사업장이나 그와 유사한 장소에서 Board 가 규제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 당신이 면허된 시설 밖에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 , 당신은 무면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됩니다 .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사업 및 전문직업 법 ) 7317 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 , 회사 또는 법인이 보상을 위해 Board 가 발급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라이선스 없이 이발 , 미용 또는 전기 제모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 
또한 Board 가 허가한 시설 이외의 시설이나 이동 차량에서 하는 것도 불법이다 . 이 지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의 이발 , 미용 또는 전기 제모를 하는 시설이나 다른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 이 지부에서 허가된 개인은 그들이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만 대중에게 제공되는 
그들의 작업과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 . 이 부분의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범죄의 대상이 된다 .”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 당신이 이발 및 미용 행위를 한 경우 , $1,0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또한 , 지속적인 무허가 행위는 경찰관이 경범죄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Board 는 이 법률에 한가지 예외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의 
7318 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 서비스를 받는 수용자의 질병이나 다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경우와 허가된 시설에서 목적을 갖고 고용된 피허가자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 이 지부는 
허가된 시설 밖에서 이 지부에 승인을 요하는 모든 실습의 시행을 금하지 않는다 .” 

당신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가 있어 그들에게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 , 위에 나열된 
바와 같이 , 고객과의 약속은 당신이 고용된 허가된 살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Board 검사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일정 관리 노트는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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