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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위원회 회의 공지 및 의제 

 

공개 원격 회의  

회의  

 

2021 년 10 월 25 일  

오전 9:00 - 업무 완료 시까지  

 
 
 

의제에 열거된 모든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 코드법 11133 의 조항에 따라 공개 회의 장소나 원격 회의 장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아래 제공된 원격 회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중요 공지: 이·미용 위원회는 Webex Events 를 통해 공개 회의를 주최합니다.  WebEx 

Events 회의에 참여하려면 회의 당일 다음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십시오.  

 

https://dca-meetings.webex.com/dca-

meetings/j.php?MTID=ma6e470ba43429e85b05d6a38ffe1cfad 

 

이벤트 번호: 2482 251 9575  

이벤트 비밀번호: BBC10252021 

 

회의 연결 지침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arbercosmo.ca.gov/about_us/meetings/how_to_join_webex_event.pdf 

 
 
 

https://dca-meetings.webex.com/dca-meetings/j.php?MTID=ma6e470ba43429e85b05d6a38ffe1cfad
https://dca-meetings.webex.com/dca-meetings/j.php?MTID=ma6e470ba43429e85b05d6a38ffe1cfad
https://www.barbercosmo.ca.gov/about_us/meetings/how_to_join_webex_event.pdf


 

 

일반인은 회의에 참관하거나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름 또는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WebEx 플랫폼에 로그인할 때 참가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참가자의 경우 회의 

진행자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니셜이나 기타 대체 정보 

등 고유한 식별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참가자는 샘플 

형식(XXXXX@mailinator.com)과 같이 가상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XXXX@mailinator.com. 

 

공개 의견 개진은 2분으로 제한되며 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더 짧은 시간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본인에게 할당된 시간을 다른 일반인의 공개 의견 개진을 위해 

“양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회의 참관만을 원하는 일반인은 다음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   

 
 

의제 

 

의제의 모든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제 항목의 시간 및 순서는 위원회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순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Bagley-Keene 공개회의법(Open 

Meeting Act)에 따라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공개 세션: 

1. 개회 선언/참석 인원 확인/정족수 설정(Steve Weeks 박사) 

 

2.   복권 청문회 청원: 

• Linda Lowery, 면허 복권 청원, 매니큐어사 M64852 및 시설 면허 

A253537 

• Joanna Velador, 면허 복권 청원, 미용 전문가(Cosmetology) KK 318176 

및 시설 면허 A259300 

비공개 세션:  정부법 11126(c)(3)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상기 청원을 포함하여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


 

 

공개 세션 재개: 

 

3. 위원회 회장의 개회사(Steve Weeks 박사) 

 

4. 위원회 구성원 발언 – 정보 제공 목적 

 

5. 2021년 7월 26일 위원회 회의록 논의 및 가능한 승인 

 

6. DCA(소비자보호국) 업데이트 - DCA 행정 서비스, 인사, 법률 집행,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아웃리치, 입법, 규제 또는 정책 문제 관련 업데이트 포함 가능 

  

7.   임원 보고(Kristy Underwood) 

• 면허 교부 통계 

• 시험 통계 

• 징계 심사위원회 통계 

• 집행 통계 

• 예산안 업데이트 

• 봉사활동(Outreach) 업데이트 

• 실무 현황 조사 결과 

• 위원회의 2018-2022 전략 계획 업데이트 

• SB 803(Roth) 구현 계획 

8.   2022년 위원회 회의 날짜 및 장소 제안 

 

9.    제안된 법안의 입법 업데이트, 논의 및 가능한 조치: 

a. AB 29(Cooper) – 주 위원회: 회의 

b. AB 107(Salas) – 면허 교부: 재향군인 및 군인 배우자 

c. AB 231(Nguyen) – 근로자 분류: 면허를 소지한 매니큐어 시술자 

d. AB 492(Patterson) – 미용학 학생: 실무수습 과정 

e. AB 1561(고용노동위원회/Committee on Labor and Employment) – 근로자 

분류: 직원 및 독립 계약자 

f. SB 607(Min, Roth) – 전문 직업 및 적성 

g. SB 803(Roth) – 이발 및 미용 

 
 

 



 

 

10.    법규 상태 업데이트:  

a.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제 16편 913, 913.1, 914.1, 914.2, 915, 917, 918, 

918.1, 919, 919.1, 920, 921, 921.1, 921.2, 922, 924, 924.1, 925, 926, 

927조(견습 제도) 수정 입법안 

b. CCR 제 16편 950.10조(Title 16, CCR, section 950.10, 크레딧 또는 교육 이전) 

수정 입법안 

c. CCR 제 16편 961조(Title 16, CCR section 961, 교육 자료) 수정 입법안 

d. CCR 제 16편 962, 962.1 및 962.2조(Title 16, CCR sections 962, 962.1 and 

962.2, 실무수습) 수정 입법안 

e. CCR 제 16편 972조(Title 16, CCR section 972, 징계 지침) 수정 입법안 

f. CCR 제 16편 974.1조(Title 16, CCR section 974.1, 징계조치 검토위원회) 수정 

입법안 

 

11.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공개 의견 

참고: 위원회는 공개 의견 섹션에서 제기된 항목을 논의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단, 향후 회의 의제에 해당 문제를 추가할지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정부법 11125, 1125.7(a)조/Government Code Sections 11125, 

1125.7(a)). 

 

12.    향후 의제 항목에 대한 제안 

 

13.    폐회 

 

참고: 본 회의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제한이 없는 경우 Webcast로 진행됩니다.  

Webcast로 시청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 

 

* 정부법 11125.7조(Government Code section 11125.7)은 위원회에서 해당 항목에 

조치를 취하기 전 위원회의 논의 또는 고려 중 일반인이 각 의제 항목과 관련하여 

발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적절한 

기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지만 위원회장은 본인 재량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시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의제에 없는 항목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일 회의에서 해당 항목을 

논의하거나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정부법 11125, 11125.7(a)조/Government 

Code section 11125, 11125.7(a)).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


 

 

 

회의는 Webex Events를 통해 주최됩니다.  회의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Allison Lee(전화: (916) 575-7139, 

이메일: allison.lee@dca.ca.gov)에게 문의하거나 Barbering and Cosmetology,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로 서면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회의 개최일보다 최소 

오(5) 영업일 이전에 요청을 전달해 주시면 요청하신 편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DD 라인: (916) 322-1700. 




Accessibility Report


		Filename: 

		20211025_ko.pdf




		Report created by: 

		Klara Flanagan, klara.flanagan@dca.ca.gov

		Organization: 

		




 [Personal and organization information from the Preferences > Identity dialog.]


Summary


The checker found no problems in this document.


		Needs manual check: 2

		Passed manually: 0

		Failed manually: 0

		Skipped: 0

		Passed: 30

		Failed: 0




Detailed Report


		Docum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Passed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must be set

		Image-only PDF		Passed		Document is not image-only PDF

		Tagged PDF		Passed		Document is tagged PDF

		Logical Reading Order		Needs manual check		Document structure provides a logical reading order

		Primary language		Passed		Text language is specified

		Title		Passed		Document title is showing in title bar

		Bookmarks		Passed		Bookmarks are present in large documents

		Color contrast		Needs manual check		Document has appropriate color contrast

		Page Cont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content		Passed		All page content is tagged

		Tagged annotations		Passed		All annotations are tagged

		Tab order		Passed		Tab order is consistent with structure order

		Character encoding		Passed		Reliable character encoding is provided

		Tagged multimedia		Passed		All multimedia objects are tagged

		Screen flicker		Passed		Page will not cause screen flicker

		Scripts		Passed		No inaccessible scripts

		Timed responses		Passed		Page does not require timed responses

		Navigation links		Passed		Navigation links are not repetitive

		Form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form fields		Passed		All form fields are tagged

		Field descriptions		Passed		All form fields have description

		Alternate Tex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Figures alternate text		Passed		Figures require alternate text

		Nested alternate text		Passed		Alternate text that will never be read

		Associated with content		Passed		Alternate text must be associated with some content

		Hides annotation		Passed		Alternate text should not hide annotation

		Other elements alternate text		Passed		Other elements that require alternate text

		Table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Rows		Passed		TR must be a child of Table, THead, TBody, or TFoot

		TH and TD		Passed		TH and TD must be children of TR

		Headers		Passed		Tables should have headers

		Regularity		Passed		Tables must contain the same number of columns in each row and rows in each column

		Summary		Passed		Tables must have a summary

		List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List items		Passed		LI must be a child of L

		Lbl and LBody		Passed		Lbl and LBody must be children of LI

		Heading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ppropriate nesting		Passed		Appropriate nesting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