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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개선 사업자용 자체 검사 점검표

검사 과정의 이해
국무부("당국")는 뉴욕주 법률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사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를 경우 벌금을 피하거나 기타 위반을 예방하고, 비위생적이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무부는 실제 검사가 이뤄질 경우 사업자와 해당 직원이 준비되도록
사업자가 스스로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목록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 기간 동안
나타나는 가장 흔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국무부가 발행 한 외모 개선 사업 면허가 있습니까?

예

해당 사업자 등록증은 유효합니까(만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신 사업자 등록증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사업자 등록증에 최근 사진이 부착되었습니까?

예

사업자 등록증이 고객의 눈에 보이는 공공 장소에 게시되었습니까?

예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와 주소 정보가 최신이고 정확합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네는 새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직원이 뉴욕주 국무부가 인가했으며 해당 사업 및 절차를 지배하는 규칙 및 규정을 요청 시 검토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고객이 볼 수 있는 공공 장소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예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게시된 항목별 가격 목록이 있습니까?

예

네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동자 권리장전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예

사고 발생 시 인당 $25,000 이상이고 단체당 $75,000를 보상하는 유효한 책임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예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일부 사업자에게만 국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em-reg-appearance.html

직원들이 책임 보험, 임금 채권 및 MSDS 양식이 보관된 곳을 알고 있습니까?

예

개인 사업자 등록증(직원용)
직원들 모두 면허증/기술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까?

예

네일샵 직원들의 사업자 면허증은 유효합니까(만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신 사업자 등록증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사업자 등록증에 최근 사진이 부착되었습니까?

예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고객의 눈에 보이는 공공 장소에 게시되었습니까?

예

각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일치합니까?

예

직원은 해당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의 다른 쪽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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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 건강 및 안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모품 및 화학물에 사용할 수 있는 MSDS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소독약에 대한 공급 및 지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모든 제품에 원래 제조업체의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예

인화성 및 가연성 화학 물질은 잠재적 점화원과 닿지 않는 금속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고객에게 깨끗하고 갓 세탁한 직물 또는 일회용 수건이 제공됩니까?

예

모든 소모품은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 직후 전용 폐기 용기에 처리합니까?

예

선반, 가구 및 비품은 먼지, 먼지 및 머리카락이 없는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

예

모든 스타일링 작업대, 일반 작업대 및 매니큐어 테이블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매번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원거리에서 오가는 모든 소모품 및 기구는 운송 시 덮개가 있는 용기에 넣어서 전달됩니까?

예

깨끗한 기구 및 소모품(예: 수건)은 해당 상태에 따라 사용 및 표시된 기구 및 소모품과
따로 분리된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화장실에서 손 세척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업장 내에 온수와 냉수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공공 화장실이 있습니까?

예

깨끗한 직물 또는 수건 보관용 캐비닛이 있습니까?

예

모든 네일 케어 화학물은 덮개가 닫혀 있는 용기에 보관합니까?

예

네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작업할 때마다 새로 착용할 수 있는 장갑을 충분히 비치해 두었습니까?
예
네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작업할 때마다 새로 착용할 수 있는 호흡기 보호구를 충분히 비치해 두었습니까?
예
네일 전문 서비스 제공한다면 직원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을 준비, 운반 또는 주입할 때마다
착용할 수 있는 안구보호대를 충분히 비치해 두었습니까?

예

폐기물은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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