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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개인 관리 서비스 수행 지침
I.

소개

2020년 3월 4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COVID-19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주 공중보건 담당관은 특정 부문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 전체
공중보건 담당관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주민 간의 COVID-19 확산을 방지합니다.
2020년 7월 13일에 발행된 가장 최근의 주 공중 보건 담당관 명령은 주 모니터링 목록에
있는 카운티의 경우, 이발과 미용이 포함된 추가 부문에 대한 실내 운영 폐쇄를
요구합니다. 명령은 COVID-19 전파 위험이 낮은 야외의 지정된 상황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음의 지침은 실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의 실외 공간을 사용할 때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표준, 실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II.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야외 장소

면허소유 서비스는 주 공중 보건 지침과 일치하는 면허소유 시설과 인접하거나 가까운
면허소유 시설 외부의 야외 지역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면허소유 시설과 인접하거나 가까운 야외 공간에 더하여, 면허소유 서비스는 (1)
면허소유 시설과 근접하고, (2) 면허소유자가 즉시 액세스할 수 있으며, (3) 안전하고
면허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는 야외 공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승인된
야외 공간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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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소유 시설이 포함된 주차장; 및

•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공공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면허소유 시설과
합리적으로 근접한 보도 및 기타 공공 도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든 야외 공간:
•
•
•
III.

도구 및 개인 보호 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가능하게 하려면 면허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외와 같은 환기와 기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기 흐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둘 이상의 면에 둘러싸이거나
부분적으로 둘러싸일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야외 서비스

야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 시설은 고객이 업소에 들어가야 하는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타 이미용 서비스는 야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웨이브 파마, 릴렉싱, 탈색, 염색(틴팅, 컬러링, 다이잉) 및 스트레이트 파마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화학적 헤어 서비스;

•

샴푸 및

•

전기분해요법.

이러한 서비스는 야외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배수와 적절한 폐기물 처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헤어 서비스 및 샴푸를 야외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분해요법은 피부 천공 및 혈액 채취를 수반하는 침습적인 시술이며 통제된
환경에서 실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IV.

야외 공간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 기준

면허소유자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모든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시설 외부의 야외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지역 토지 사용 요건 및 허가
요건, 주 및 연방 접근성 요건 및 Cal/OSHA의 열병 예방 표준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표준은 시설의 야외 공간을 사용할 때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 및 개별 면허소유자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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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간 사용에 적용되는 사업 및 전문직법 표준:
•
•

§ 7348: 견습직을 제외하고는 시설은 항상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담당해야 합니다.
§ 7349: 제7395.1항 또는 제7395.2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면허를 취득한 시설이
학생 외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실천하는 모든 사람, 회사 또는 기업이 고용 또는 고용을 허용하거나,
사업장에 근무를 허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9부, 야외 공간 사용에 적용되는 표준:

•
•
•
•
•
•
•
•
•
•
•
•
•
•
•
•

•
•
•

§ 978: 시설은 최소한의 장비와 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 979: 사용 전에 모든 비전기식 도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 980: 사용 전에 모든 전기식 공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 980.3: 모든 발 세면대 또는 욕조는 각 고객이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합니다.
§ 980.4: 라이너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발 세면대와 욕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 981(a): 소독할 수 없는 모든 도구는 한 번 사용한 후 버려야 합니다.
§ 984(a): 어떤 시설도 감염 또는 기생충 감염으로 고통받는 면허소유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984(b): 어떤 시설도 감염 또는 기생충 감염이 있는 고객에 대해 면허소유자가
작업할 수 없습니다.
§ 985: 고객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위생 넥 스트립이나 수건을 사용해서 덮어야
합니다.
§ 986: 사용 전에 모든 목 또는 손톱 브러시를 세척해야 합니다.
§ 987: 모든 침구는 적절히 세탁하고 깨끗하게 덮인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988(a): 모든 액체, 크림, 왁스, 젤 및 기타 미용제제는 깨끗하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 988(b): 모든 병과 용기는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988(c): 미용제제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 병이나 용기에서 꺼내야 합니다.
§ 989: 어떤 시설도 FDA가 승인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메타크릴산 모노머
및/또는 염화 메틸렌을 구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 990: 모든 헤드레스트나 의자는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 시트로 덮어야 합니다.
트리트먼트 테이블은 사용 후 테이블 페이퍼, 깨끗한 수건 또는 깨끗한 시트로 덮어야
합니다.
§ 991: 모든 면허소유자는 침습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992: 피부 각질 제거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수행해야 합니다. 피부 제거 기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993: 어떤 시설도 칼날이 달린 도구를 사용하여 굳은살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설도 추출에 사용되는 바늘과 같은 도구를 구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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