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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열거된 모든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용 위원회(이사회)는 대면 및 가상 회의를 합니다. 가상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안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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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장 개회사(Steve Weeks) 
 

3. 위원회 구성원 발언 – 정보 제공 목적 
  



4. DCA(소비자 보호국) 업데이트에는 DCA의 관리 서비스, 인적 자원, 집행,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봉사활동, 입법, 규제 또는 정책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연례 간부 선출 
 

6. 2023년 상임위원회 이사 선임 

a) 징계 심사위원회 

b) 교육 및 구제 위원회 

c) 집행 및 감사 위원회 

d) 입법 및 예산 위원회 

e) 보건 및 안전 자문 위원회  

f) 면허 및 심사 위원회 

7. 2023년 이사회 구성원 지침 및 절차 매뉴얼 검토 및 승인 여부 

8. 2022년 10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의 논의 및 승인 여부 
 

9. 경영진 보고서  

a) 행정 및 운영(Alex Torkelson) 

b) 면허, 시험 및 징계 검토 이의 제기 (Alex Torkelson) 

c) 집행, 점검, 소환 및 벌금(Nicole Quinn) 

d) 봉사활동(Outreach)(Kristy Underwood) 

e) SB 803(Roth) 시행 계획(Carrie Harris) 

f) 전략 계획 업데이트 (Kristy Underwood) 

10. 교육의 경제성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예비 학생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웹사이트 

업데이트 
 

11. 2023년 1월 9일 면허 및 시험 위원회 회의 보고서 

(Kristy Underwood, 임원) 
 

12. 2023년 1월 9일 교육 및 봉사활동 위원회 회의 보고서 (Tonya Fairley, 회장) 
 

13. 면허 소지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 및 봉사활동 위원회의 권장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가능한 조치  



14. 문자 메시지 인가자에 대한 검토, 논의 및 가능한 조치 
 

15. 2023년 1월 9일 집행 및 감사 위원회 회의 보고 (Danielle Munoz, 회장) 
 

16. 교정 교육을 허용하여 행정 벌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기업 및 전문직법 섹션 

7407.1을 수정하라는 집행 및 검사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검토 및 가능한 조치 
 

17. 미용 협약 제안 입법 언어에 관한 검토, 논의 및 가능한 조치 

18. 입법안 관련 논의 및 가능한 조치:  

a)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섹션 904, 909, 931, 932, 937, 962 및 폐지 섹션 928, 934, 

950.1, 950.2, 950.3, 950.4(SB 803 정리) 타이틀 16을 개정하기 위해 이전에 제안된 

문구에 대한 변경 및 정규 규칙 제정의 재승인에 대한 논의 및 가능한 조치, 

b) 타이틀 16 CCR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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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견습 제도)개정을 위한 규칙 제정 

제안 관련 업데이트 

c) 1) 타이틀 16, CCR 섹션 950.10(학점 이전)의 개정을 이사회의 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기간 45일 동안 접수된 의견 및 제안된 답변을 살펴보기 위한 논의 및 

가능한 조치 

2) 타이틀 16, CCR 섹션 950.10(학점 이전)의 개정을 위해 제안된 규정에 대한 논의 

및 고려 

d) 타이틀 16, CCR 섹션 940, 941, 950.10, 950.12, 962, 962.1, 962.2 (학원생과 

통학생)개정을 위한 새로운 규칙 제정 제안에 대한 논의 

e) 타이틀 16, CCR 섹션 972(징계 지침) 개정을 위한 규칙 제정 제안 관련 업데이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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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향후 의제 항목에 대한 제안 
  



21.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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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 참여 

또는 보장된 참관을 원하실 경우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십시오. 비공개 세션 후 폐회 절차만 남은 

경우 Webcast에 방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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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담당자 Natalie Mitchell(전화: (916) 244-6644, 이메일: 

natalie.mitchell@dca.ca.gov)에게 요청하거나 Boa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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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원격 회의 지침 및 정보: WebEx 이벤트를 통해 가상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여기에서 회의 

연결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입하려면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https://dca-meetings.webex.com/dca-meetings/j.php?MTID=mf99b6e983abbf160bba478e1a48f89e3 

  

https://thedcapage.wordpress.com/webcasts/
https://www.barbercosmo.ca.gov/about_us/meetings/how_to_join_webex_event.pdf
https://dca-meetings.webex.com/dca-meetings/j.php?MTID=mf99b6e983abbf160bba478e1a48f89e3


Webinar 번호: 2483 622 6872 

Webinar 비밀번호: BBC01232023 
 
전화로 참여를 원할 경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1-415-655-0001 US Toll 

액세스 코드: 248 362 26872 

패스 코드: 22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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