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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비스 허가증 질의응답 

 
이·미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PSP)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본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PSP 입법 계획안 관련 문서는 위원회의 승인된 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PSP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원회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 인가 시설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사업 및 직업법(BPC), 섹션 7317).  미용 산업 추세는 소비자가 인가 시설 외부의 

서비스를 찾고 있으며, 위원회 면허 소지자 중 다수가 개인 주택, 호텔, 사업장 및 기타 장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5-2016년 회기에 주의회는 

주지사가 서명한 AB 181을 통과시켰습니다. BPC 섹션 7402.5를 구성하는 해당 법안은 

위원회에서 허가증 발급 조건이 명시된 PSP 규정을 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PSP 신설에 따라 

면허 소지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가 시설 외부에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2. PSP 신청 요건은 무엇입니까? 
위원회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허가증 소지자가 인가 시설 외부에서 일부 이·미용 서비스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연속 2년 이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 

왔거나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했으며, BPC 섹션 7331에 따라 이발사, 미용 

전문가(cosmetologist), 피부 미용가(esthetician) 또는 매니큐어 시술사로 인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BPC 섹션 480에 따른 거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를 통해 범죄 경력 조회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완전한 전체 지문을 Live Scan으로 제출합니다. PSP 섹션 475에 명시된 모든 관련 

근거에 따라 신청자의 PSP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는 위원회에 신청 수수료 $25를 지불합니다. 

(4) 신청자는 $1,000,000 이상의 책임 보험에 현재 가입해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 주지사 개빈 뉴섬    

소비자보호국 ● 이·미용 위원회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전화번호: (800) 952-5210   이메일: barbercosmo@dca.ca.gov   

웹사이트: www.barbercosmo.ca.gov  

https://www.barbercosmo.ca.gov/laws_regs/approv_regs.shtml
mailto:barbercosmo@dca.ca.gov
http://www.barbercosmo.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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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P에 따라 허용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PSP를 보유한 면허 소지자가 인가 시설 외부에서 수행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발사:  

o 샴푸 서비스 

o 모발 커트, 스타일링, 드레싱, 어레인징, 컬링 및 웨이브 처리 모발 신징, 매직 

스트레이트, 화학적 웨이브 처리는 승인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헤어 토닉 바르기  

o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파우더, 클레이, 소독제 및 오일 바르기  

o 수염 다듬기 
 

• 미용 전문가(Cosmetologist): 

o 샴푸 서비스 

o 모발 커트, 스타일링, 드레싱, 어레인징, 컬링 및 웨이브 처리 모발 신징, 매직 

스트레이트, 화학적 웨이브 처리는 승인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헤어 토닉 바르기  

o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파우더, 클레이 및 오일 바르기  

o 세정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손으로 얼굴과 목에 클렌징, 

마사지, 자극을 주는 행위 화학적 박피 또는 도구,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한 

박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족집게로 인체의 털 제거 

o 메이크업 또는 접착식 속눈썹 붙이기  

o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손톱 샌딩 및 다듬기  

o 매니큐어 바르고 제거하기 

• 피부 미용사(esthetician): 

o 세정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손으로 얼굴과 목에 클렌징, 

마사지, 자극을 주는 행위 화학적 박피 또는 도구,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한 

박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o 메이크업 또는 접착식 속눈썹 붙이기  

o 족집게로 인체의 털 제거  

• 매니큐어 시술사: 

o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손톱 다듬기 및 샌딩  

o 매니큐어 바르고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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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SP 서비스 후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PSP 소지자는 인가 시설 외부에서 서비스를 완료한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개인 서비스 허가 공지문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고객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포함하며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취득합니다. 

A. 개인 서비스 허가와 관련한 고객 공지문을 받아보았다는 고객의 확인 

B. 고객 성함 

C. 고객 전화번호 

D. 고객 이메일 주소(있을 경우) 

E. 고객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 목록 

3) 고객에게 영수증 사본을 제공합니다. 

참고: 공지문 및 영수증 요건은 전자적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5. 인쇄된 고객 공지문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개인 서비스 허가 고객 공지문은 고객이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한 어떤 크기로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편의상 한 장에 공지문 3개가 포함된 버전을 제작했습니다. 
 

6. 영수증 사본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합니까? 
영수증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7. PSP를 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동하는 카운티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까? 
PSP 소지자는 지역 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유형의 면허 또는 허가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barbercosmo.ca.gov/laws_regs/psp_consumer_notice.pdf
https://barbercosmo.ca.gov/forms_pubs/psp_consumer_notice_x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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