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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네일 살롱에 대한 새 환기 기준 발표 

 

뉴욕 주의 새 환기 규정은 종업원과 전국의 고객들에게 안전한 살롱 환경을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전체의  네일 살롱  종업원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환기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네일 

살롱  환기 시스템은 반드시 2015년  국제 역학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네일  살롱 및  헤어 살롱과  같이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업종에 

대한  특정 환기  요구가  포함됩니다 . 

 

이  요구사항에는  살롱에서 생기는  화학물질 , 증기, 가스, 먼지  및 기타 공기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외부  공기 공급과  배기 공기를 외부로  

안전하게 내보내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 환기  시스템은  반드시  배기 공기가  살롱 

혹은  빌딩 내의  영업 중인  기타 공간에 다시  유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 이 

법은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작업대에 특정  배기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  

 

“네일 살롱 종업원들은  심한 착취와  위험한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들은  뉴욕의 모든  네일 살롱에 가장  

안전한 종업원과 고객들의 장소로  만들 것이며 정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하여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뉴욕  주 전체 직장을 더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 

 

2016년 10월  3일까지  새로 개업하는 네일  살롱의  환기  시스템은  뉴욕 주에서 

올해  초 빌딩의  기초 기준으로 채택된 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광범하게  이용되는  역학법이며  기타  많은 국가에서도  역학법의 

기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3일  후에  허가 맡은  살롱은  이 법을 준수하도록  5년간의  추가 

기간을 가집니다. 2021년  10월  3일까지  모든 살롱은  새 규정에  맡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 새  환기  규정은  보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보고서에는  네일 작업에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작업자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http://www.health.ny.gov/press/reports/docs/nail_salon_chemical_report.pdf


 

새  네일 살롱  환기 규정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허가청에서는  다음 

주에  일련의  설명회를  열어 네일  살롱 업계와  부서로부터  허가서를 받은  기타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를  상대로 새  규정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  

 

Cuomo 주지사는 네일  살롱 작업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벌이는  착취와 학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에  네일 살롱  업계 집행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 이 

위원회는 네일  살롱에  종업원들에게  체납  인금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2백만 

이상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집행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뉴욕  주는 업주가 마스크 , 보호안경  및 장갑과  같은 

적절한 보호장비 공급을  제공할  데 대한 요구 등  일련의 네일  살롱 업계의  법 

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많은 살롱 업주들은  이전에  장갑과 손톱깎이와  같은 

매니큐어 보급품에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번  주 초, Cuomo 주지사는 종업원 착취  방지 집행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1,547개의 업소에서 7천  5백  명  이상의 종업원들에  대한 4백만  달러에  가까운 

체불  임금과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 주지사는  세탁소  종업원들에  대한 착취에 관한  여러 기관의  조사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퍼클로에틸렌  (PERC)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금지하는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여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비영리 단체에  5백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과  RFP를 시작하여 

착취  받는 종업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장하려 합니다. 주지사는 종업원  

착취와 노후보장 문제에  대한 전  주 범위의  영구적인  집행위원회  설립을  위해 

맨해튼에서  열린 제159호  행정  명령 사인  이벤트에서  종업원  착취 방지  

집행위원회의  1주년  기념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어서  약탈 행위에 대한  종업원 

보호  권장사항을  포함한  종업원  착취 방지  집행위원회의  1년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proposedreg.html
file:///C:/Users/FANG/Downloads/Executive%20Order%20No.%20159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WTFReport_Final.pdf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