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 기관 ● 개빈 뉴섬 주지사 

주 정부 소비자 보호 위원회 ● 이미용 위원회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전화: (800) 952-5210   이메일: barbercosmo@dca.ca.gov    
웹사이트: www.barbercosmo.ca.gov 

비즈니스 운영 재개 3 단계 
캘리포니아주 이 ·미용 위원회는 전례 없는 이 시기에 면허 소지자가 운영 재개와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자 이 문서를 제작했습니다 . 면허 
소지자가 공공 보건 규정과 카운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 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을 수정하거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1 단계: Safer Economy  계획(https://covid19.ca.gov/safer-economy/)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카운티에서 운영 재개가 허용된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의 
"Select language( 언어 선택)” 드롭다운 메뉴를 활용하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주별 지침보다 카운티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카운티 웹사이트를 
참조합니다. 제한이 있는 경우,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침을 검토합니다 . 
카운티 웹사이트 목록은 다음 페이지 (https://covid19.ca.gov/get-local-information/)에서 
제공됩니다. 

3 단계: 귀하 비즈니스와 관련한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 (CDPH) 의 COVID-19 지침을 
검토합니다. 

서비스 제공 (실내 및 실외 )에 대한 지침과 정보는 다음 
페이지(https://barbercosmo.ca.gov/licensees/salon_reopen.s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 

유의 사항: CDPH 지침 및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기타 추가 지침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카운티 지침이  CDPH  지침과 다를 경우 더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추가 리소스 

•  CDPH 지침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경우 (916) 558-1784 로 문의하시거나 
https://www.cdph.ca.gov 웹사이트의 “Contact Us(문의하기 )” 탭을 
방문하십시오. 

•  마스크 및 안면 커버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 (https://covid19.ca.gov/masks-
and-ppe/)에서 확인하십시오 . 

•  면허 소지자 및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상기시키고자 위원회는 비즈니스 장소에 
게시할 수 있는 새 
포스터(https://barbercosmo.ca.gov/licensees/salon_reopen.shtml)를 
제작했습니다. 

https://covid19.ca.gov/safer-economy/
https://covid19.ca.gov/get-local-information/
https://barbercosmo.ca.gov/licensees/salon_reopen.shtml
https://www.cdph.ca.gov/
https://covid19.ca.gov/masks-and-ppe/
https://covid19.ca.gov/masks-and-ppe/
https://barbercosmo.ca.gov/licensees/salon_reopen.shtml
http:www.barbercosmo.ca.gov
http:barbercosmo@dca.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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