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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살롱
가정에서 이·미용 서비스(헤어, 피부 및 네일 케어)를 제공하려면 위원회에서 발행한 시설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시설 신청서(Establishment Application)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 서류 및 수수료와 함께 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https://barbercosmo.ca.gov/forms_pubs/forms/estab_app.pdf. 신청
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홈 살롱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홈 살롱을 운영하는 건물과 관련한 특별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홈 살롱에는 개인 숙소와 연결된 출입구와 별도로 분리된 직행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Q 시에서 발행하는 기타 허가증 또는 면허가 필요합니까?

A  추가 요구 사항을 확인하려면 지역 정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요구 사항은 다릅니
다. 위원회는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있을 경우 해당 협회에도 문의하여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  임대차 계약서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 주택이 아닐 경우 다음 서류 중 하
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소유권 권리 증서(deed)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b) 주택 구입  
문서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c) 집 주소가 완전히 표시된 공과금 청구서.

Q 위원회의 점검은 계속 받아야 합니까?

A  예, 위원회는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영업 시간 또는 위원회 서비스가 수행되는 시간 중 언제
든 시설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조사관이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살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A 살롱에 대한 책임은 시설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살롱 내 위반 사항에 대한 소환장도 시설 소유자에게 발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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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사관이 시설에 방문할 경우 접근 권한이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A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관은 시설 내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미용 시설에 적용되는 특별한 건축 규정이 있습니까?

A 예, 이·미용 시설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 온수 및 냉수, 세면대, 음용수에 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충
족해야 합니다. 시설 신청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Q 저희 집이 아닌 고객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해당 서비스는 홈 살롱이 아닌 재택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택 서비스 고객 안내 자료 
(In-home Services Consumer Fact Sheet)를 검토하십시오.  
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ko_inhome_serv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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