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전문샵 환기
점검 이후의 중요한 팁 및 정보

국무부에서는 네일 살롱에서 새 규칙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심리를 피하기 위해 업체 측과 협조합니다.
국무부에 문의하십시오
새 환기 요건이나 사업상 규정 준수 방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무부에 518-474-4429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당국 웹 사이트(www.dos.ny.gov)에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살롱 소유주들이 새 환기 요건을 이해하고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 조사관 점검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OS 는 업체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립니다.

새 요건의 준수 기한은 언제인가요?
2016 년 10 월 3 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업체의 경우, 2021 년 10 월 3 일까지는 새 환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6 년 10 월 3 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업체는 개업 시 요건을 준수하는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검
DOS 는 상시로 업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DOS 조사관 점검 시, 2016 년 10 월 3 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업체의
경우 다음을 제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업체의 새 환기 요건 준수를 증명하는 환기 전문가의 서명이 있는 증명서.

증명서는 DOS 웹 사이트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ventilation%20certificate.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환기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또한 당국 웹
사이트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Ventilation%20How-To-Guide%20%20Final_DOS.pdf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주용 환기 관련 안내서(Business Owners' How to Guide for Ventila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심리 일자를 담은 서면 자료를 발송합니다. 새 환기
규정과 관련된 위반일 경우, 규정의 요구사항과 그 준수 방법에 관한 정보도 함께 발송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업체에 위반 통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위반사항을 수정할 경우 심리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 앞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점검 시 발행한 위반사항을 수정하고 DOS 와 합의에 도달할 경우 대부분의 위반은 심리 없이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 위반 티켓을 발급받은 업체는






당국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DOS 의 “업주용 환기 관련 안내서”를 검토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고 건물주와 환기 요건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요건 준수를 위해 여러 전문업체와 상담 후 견적서를 받으십시오.
업체의 요구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전문업체를 선택하십시오.
환기 요건을 준수하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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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준수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DOS 점검 후 환기 요건을 준수하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신 경우, DOS 에 (518) 473-2728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티켓을 발부받았으나 현재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DOS 와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문업체를 고용해 요건 준수를 위해 노력 중인 경우, DOS 는 심리를 피하기 위해 귀 업체와 협조할
것입니다.

심리 전에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검 후 심리에 앞서 DOS 는 업체 측이 새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살필 것입니다. 요건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DOS 에 증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문업체와의 계약서
아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여러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서면 견적서
시공 자재용 영수증
현지 건물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건물 허가 신청서
설계 전문업체의 청사진 시안

이러한 유형의 문서가 있는 경우, DOS 에 (518) 473-2728 번으로 연락하시면 DOS 에서 심리를 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팁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DOS 에서 기꺼이 답변해 드립니다. 환기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국 헬프라인 (518) 474-4429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전문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고용하도록 하십시오. 환기 팬이나 공기 청정기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업체에서는 이러한 물품의 구매를 권해서는 안 됩니다.



환기 시스템은 설계와 비용 면에서 각기 다릅니다. 예산에 부합하면서 업체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모든 살롱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살롱이 시공 후
동일한 외관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환기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따라 요건 준수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본 문서에 나와 있는
팁을 가능한 한 빨리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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