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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검열관들이검열관들이검열관들이검열관들이 DELAWARE, GREENE 및및및및 OTSEGO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태닝태닝태닝태닝 

장치장치장치장치 70%가가가가 안전을안전을안전을안전을 위반함을위반함을위반함을위반함을 발견했다고발견했다고발견했다고발견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Delaware, Greene 및 Otsego 카운티에서 자외선 태닝 

장치에 대한 최근 검열에서 뉴욕주 보건부 검열관들이 검사한 장치의 70%에서 안전 

위반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주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태닝 살롱 운영자들이 주의 보건 안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긴요합니다. 

 

“UV 방사선 노출은 극히 해로우며, 특히 불안전한 장치가 사용되고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민 

보호는 이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살롱들이 보건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검열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지난 여러 달에 걸쳐 보건부의 Oneonta 지구 사무소 검열관들이 41개 장치를 검사하여, 

그 중 29개가 불안전 조건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흔한 위반은 장치 제조업체 라벨을 준수하지 않는 UV 전구의 사용이었습니다.  

 

위반이 발견된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Blood Sweat and Shears – Stamford 

• Cardio Club – Delhi 

• Catching Rays – Cairo 

• Contempo Cuts – Coxsackie 

• Doreen’s Family Hair Care Salon – Durham 

• Emerald City Salon & Day Spa – Sidney 

• Jill’s Tanning Salon – Burlington 

• Main St. Styles – Richfield Springs 

• Salon 255 LTD – Coxsackie 

• Shear Transition – Unadilla 

• Snap Fitness – Catskill 

• Tanning Bed – Oneonta 

• Tannare – Wa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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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반에는 UV 타이머에 대한 조작자 통제를 유지하지 않고 고객이 자신의 노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태닝 장치 라벨 부재가 포함되었습니다. 한 장치에는 

감전 위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갖고 있는 14개 업소들의 약 절반이 

미승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고객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운영자들은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였으며, 장치들은 1~4일 

이내에 다시 열렸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장관장관장관장관 Howard Zucker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OH는 태닝 베드 

및 부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UV 장치 작동에 

대한 경계를 유지합니다. 어떤 형식의 태닝이든 실내 태닝은 특정 건강 위험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태닝이 가능한 한 안전하게 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 태닝은 자연 일광이 하듯이 피부를 검게 하는 UV 방사선을 냅니다. 일광처럼 실내 

태닝은 피부암, 피부 조기 노화, 화상 및 피부 및 눈의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흰피부, 

밝은색 눈 및 일광회상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피부암에 취약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허가된 태닝 업소들은 2년 허가 주기 동안에 적어도 한 번 검열 받습니다. 

태닝 장치 업소 운영자들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 규제를 숙지해야 합니다: 

http://www.health.ny.gov/environmental/indoors/t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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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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