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위원회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전화 (800) 952-5210 팩스 (916) 575-7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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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소비자 서비스 , 주택국 –Edmund G. Brown JR.주지사 .

뉴스 배포

날짜: 2017년 10월 23

연락처: Laurel Goddard
(916) 574-7430

주 이미용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북부 및 남부 지역에서 근로자의 권리 타운홀 회의를 개최합니다.
캘리포니아 이미용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회의 공공 타운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짜 및 장소:
남부 캘리포니아
2017년 10월 24일
Bellus Academy
13266 Poway Road
Poway, CA 92064
오전 9시 - 정오
북부 캘리포니아
2017년 11월 6일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1747 North Market Blvd.
HQ2 Hearing Room 186, 1 층
Sacramento, CA 95834Sacramento, CA 95834
오전 9시 - 정오

"근로자의 권리는 모든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대우 받고, 최저임금을 지급 받으며, 직장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괴롭힘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행정관 Kristy Underwood가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사명은 이미용 업계의
도덕적 표준을 고취하고, 법을 집행하여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 통역이 제공될 것입니다. 본 행사는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녹화가 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위원회가 주 전역에서 대중과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살롱의 안전과 감염
관리에 관해 교육했던 미디어 캠페인 "캘리포니아 안전살롱(CASalon)"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위원회는 캠페인의 개요를 제공하고 해당 간행물 "근로자의 권리의 이해"에
관해 소개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로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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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제에는, 캘리포니아 노동 감독청 산하 산업관계부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가
함께 제공하는 직업군의 이해, 적절한 직원 대상 통지와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청 산하 산업 관계부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창조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모든 토론자들은 토론을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영업 시설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다섯가지를 다루게 될 것 입니다.
타운홀 의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arbercosmo.ca.gov에
방문하십시오.

이미용위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예 . 미용사 , 이발사 , 매니큐어사 , 피부미용사 ,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및 도제 )과
서비스가 시행되는 영업 시설 모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또한 소비자와 면허 소지자에게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barbercosmo.ca.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
소비자보호국 (DCA)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면서 , 능률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DCA는 소비자가 부도덕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의 서비스 제공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또한 무면허 시술자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전문가 (면허 소지자 )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www.dca.ca.gov에서 온라인으로 , 또는 DCA에 (800) 952-5210으로 연락하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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