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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 업주용 환기 관련 안내서 

 
소개 

뉴욕 주 국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DOS)는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유해한 오염물질과 연기, 입자를 포착해 고객과 직원을 

피해 배출하는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기준은 일차 환기 시설을 관장하면서 또한 각 매니큐어/페디큐어 스테이션에 

국소 배기 시스템, 일명 유해물질 정화 시스템 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 환기 

기준은 2015 년 국제기술기준 (2015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2015 IMC”)의 일환입니다.  

이 설명서에 관하여  

이 안내서는 귀 살롱이 

기준에 부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 요건과 

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중요한 단계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어 있는 모든 

자료는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nailsalons.html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I. 새 환기 요건의 이해 ............................................................................................................................ 2 
II. 새 요건 준수 시 결과물의 예 .............................................................................................................. 4 
III. 환기시설 시공을 위한 전문업체의 고용 ............................................................................................. 6 
IV. 서명이 포함된 준수 증명서 받기 ........................................................................................................ 8 
V. 살롱 소유주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단계별 길잡이 따르기 ..................................................... 9 

규정의 이해

환기의 예

시공업체

증명서 받기

체크리스트

국무부에 문의하십시오 

새 환기 요건이나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무부에 518-474-4429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당국 웹 사이트(www.dos.ny.gov)에 더 많은 

정보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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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새 환기 요건의 이해 
 

새 환기 요건 

뉴욕 주 국무부는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유해한 오염물질과 연기, 입자를 포착해 
고객과 직원을 피해 배출하는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기준은 일차 환기 시설을 
관장하면서 또한 각 매니큐어/페디큐어 스테이션에 국소 배기 
시스템, 일명 유해물질 정화 시스템(source capture ventilation)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국소 배기 시스템은 네일 서비스 시행 시 
고객의 손과 발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직원과 고객이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입하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환기 규정 및 기준  
 
새 환기 규정의 원문: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ventingreg.html 

 
2015 년 국제 기술 기준:  
http://codes.iccsafe.org/app/book/content/2015-I-Codes/NY/2015%20IMC%20HTML/CHAPTER%204.html 
 

국무부는 전문 엔지니어와 협조해 시공업체와 설계 전문가를 위한 “기술 길잡이 문서(Technical 
Guidance Document)”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술 길잡이 문서는 환기시설에 대한 정확한 사양과 
요건을 알려줍니다. 시공업체와 설계 전문가가 이 기술 길잡이 문서를 참조해 살롱에 규정을 
따르는 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새 요건이 기존 업체에 의미하는 내용 

 2016 년 10 월 3 일 전에 미용 업체(Appearance Enhancement Business) 면허를 취득한 경우, 
새 환기 요건 준수 시까지 5 년이 보장됩니다.  
 

 기존 업체는 2021 년 10 월 3 일까지 새 환기 기준 준수 문제로 점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업체는 준수 증명서를 확보해 2021 년 10 월 3 일부터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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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요건이 신규 업체에 의미하는 내용 

 2016 년 10 월 3 일 또는 이후에 미용 업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 면허로 살롱 개업 
시까지 새 환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는 영업 개시 전에 준수 증명서를 확보해 이를 현장에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 2016 년 10 월 3 일부터 국무부에서 새 환기 기준 준수 점검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 환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신규 업체는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와 함께 기준 준수 
방법에 관한 국무부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국무부에서는 살롱에서 새 규칙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심리를 피하기 위해 업체측에 협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업체에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더라도 위반사항을 수정하거나 새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국무부에 입증할 경우 심리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업체가 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신의성실에 바탕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무부에 제시할 수 있는 조치와 문서의 유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점검 후 중요 팁 및 
정보(Important Tips and Information After an Inspection)”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다음의 
당국 웹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Clean%20Inspection%20Information_FINAL1003
16_01_AC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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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새 요건 준수 시 결과물의 예 
 

환기식 네일 스테이션 견본 그림 및 설명  

          환기식 매니큐어 스테이션                                                                         환기식 페디큐어 스테이션 

  

 

 
 
 

 

환기식 테이블에는 화학 증기와 입자를 배관 안으로 

빨아들여 실내 공기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환기식 테이블은 유독성 화학물질과 입자가 

네일 직원과 고객의 호흡 구역에 도달하지 않게 해 

주므로 국소 배출 시스템의 예가 됩니다. 환기식 

테이블은 또 오염된 공기를 살롱 외부로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국소 배기 시스템에서는 

이동식 후드를 고객의 손이나 발 위에 

배치해 화학 증기를 포착하고 이를 외부로 

배출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환기하기 위한 

배기 후드 

오염 공기를 외부로 환기하기 위해 배관에 연결한 

테이블 환풍기 

작업 
구역

작업 
구역

매니큐어 
테이블 

테이블 탑 흡입 설비 

배관설비 

외부로 

환풍

천

외부 

작업 구역 

매니큐

어

오버헤드 흡입 호스 설비 

환풍기 

외부 

외부 

필수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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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기시설을 갖춘 실제 살롱 사진 

매니큐어/페디큐어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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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환기시설 시공을 위한 전문업체의 고용 
 
전문업체를 고용하기 전에 
 
전문업체를 부르기 전에 지자체에 문의해 시공업체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면허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기시설의 설치를 보조해줄 전문업체 찾기  

환기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전문 엔지니어와 기계 
시공업체에서 가능합니다.  전문 엔지니어는 뉴욕 주 교육부에서 
면허를 교부합니다.   

전문 엔지니어 

 전문 엔지니어 고용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http://www.op.nysed.gov/prof/pels/pebroch.htm 
 뉴욕 주에서 면허를 교부한 전문 엔지니어의 면허 및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뉴욕 주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op.nysed.gov/opsearches.htm  

기계 시공업체 

 환기시설 관련 상업용 제작/리모델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계 시공업체를 
찾아보십시오. 

 일부 기계 시공업체에서는 환기시설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 내 기계 시공업체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실내 
환기시설을 설계, 제작, 설치 및 관리하는 시공업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 시공업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로 블루북 상업 건설 
네트워크(Blue Book Network of Commercial Construction)가 있습니다. 
블루북에서 기계 시공업체 찾기: 
http://www.thebluebook.com/cl/stall2844.htm 

 거주 지역 내 기계 시공업체를 찾아보시려면 최근 리모델링을 실시한 다른 업주(예: 식당), 
친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때로는 지인의 추천이 전문가를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화번호부를 검색하거나, 온라인 검색 
엔진에 “HVAC Contractor(HVAC 시공업체)”, 
“mechanical contractor(기계 시공업체)” 또는 
“mechanical contractor near me(근처의 기계 

시공업체)”와 같은 추천 검색어를 입력해 알아보십시오. 인터넷 웹 
사이트를 검색해 추천이나 전문가를 알아보시되, 본인의 판단력에 
따라 확인된 후기가 없는 사이트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업장에 요구되는 시설의 복잡성에 따라 기계 시공업체의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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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엔지니어 

기계공학은 기계 시스템의 설계, 분석, 제조 및 관리에 공학, 물리학, 재료과학의 원칙을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기계 엔지니어는 기계 시공업체에서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건축사 

건축사는 뉴욕 주 교육부에서 면허를 교부한 등록 설계 전문가입니다. 업장에 대한 외관 설계 
변경에 관한 지도가 필요할 경우, 정식 건축사의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와 상담하십시오(기계 시공업체나 기계 엔지니어의 요구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 

 

전문가 고용 시 

 필요한 각 서비스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와 면담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각 서비스에 대해 최소 3 개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면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견적서와 가격조견표는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가격 견적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더 나은 요율의 다른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전문 엔지니어나 기계 시공업체와 면담 시 

 기계 시공업체에 본인이 업주이고 뉴욕 주 규정에 따라 업장 
내에서 모든 증기, 연기, 먼지 및 기타 공기 오염물질을 포착하는 국소 
배기 시스템(일명 유해물질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십시오. 

 그리고 업장 내 각각의 매니큐어/페디큐어 스테이션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계, 제작, 
설치하는 비용 견적을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기계 시공업체에 국무부의 “기술 지침 문서”를 전달하십시오. 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Clean%20Inspection%20Information_FINAL1003
16_01_ACr.pdf (이 문서의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가 해당되는 경우 건물주를 비롯해 
환기시설 설계, 설치, 수리 견적서가 필요한 다른 시공업체에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에 “국소 배기 시스템”(일명 “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이 요구되는 다른 종류의 
업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면허가 있고 http://www.op.nysed.gov/opsearches.htm 에 적절히 
등록되어 있는지도 문의하십시오.  

 그 밖에 책임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십시오. 
 비용은 건물의 나이와 업장의 위치와 크기, 기존 환기시설의 나이를 포함해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테이션당 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의 가격만 해도 $500 에서 $1,500 까지 
다양합니다. 환기시설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그 비용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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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항상 상세히 기술한 서면 계약서와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업주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시공업체 양측이 공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갖게 해 
줍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한 전문가로부터 공사에 대한 건물 허가 사본을 제공받도록 
하십시오.  

 

 

IV. 서명이 포함된 준수 증명서 받기  
 

환기 규정에 따라 업체는 환기시설 설치업체, 제조업체 또는 등록 설계 전문가로부터 설치된 
환기시설이 새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서명이 포함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제공할 준수 증명서 양식은 다음의 당국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 
www.dos.ny.gov/licensing 
/appearance/ventilation%20 
certificate.pdf    준수 증명서는 
현장에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준수 증명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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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살롱 소유주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단계별 길잡이 따르기 
 

 
 

살롱 소유주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환기 준수 체크리스트 

공사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고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및 리모델링 공사에 관계된 조항이나 
약관에 대해 건물주와 상의한다. 임대차 계약서 검토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살롱의 환기식 네일 스테이션의 사진 및 설명을 살펴본다. 
 

 기계 시공업체, 기계 엔지니어 또는 건축사를 물색한다.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 시공업체, 기계 엔지니어 또는 건축사에게 DOS 
“기술 사양 문서(Technical Specifications Document)”를 제공한다.  
 

 필요한 각 서비스에 대해 복수의 전문업체와 면담 및 상담한다. 복수의 전문업체와 
상담하고 견적서를 비교하면 본인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전문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는 시공업체를 찾는다. 
 

 “국소 배기 시스템”(일명 “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이 요구되는 환기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인지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인지 확인한다. 
 

 전문업체 선정 후, 해당 전문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상세히 기술한 서면 계약서와 견적서  
o 전문업체의 책임보험 및 산재보험 증서 사본  
o 필요한 경우, 건물 허가 및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