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발사, 미용실 및 이발소를 위한 유용한 정보 
 
일반적 위반사항 

• 환불정책 미게시 - 업소는 계산대, 판매장소 또는 입구에 환불정책을 게시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인 
경우에도 "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50~500달러입니다. 적용법: 
뉴욕시 규정:제6장 제5- 37조 

• 제품 가격 명시 위반 - 판매용 제품에는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격은 품목 
자체 또는 품목을 진열한 장소에 세운 표지판에 명시해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25~250달러입니다. 적용법: 뉴욕시 행정법 제20-708조. 

• 영수증 미발행 - 20달러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20달러 구매 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50~500달러입니다. 적용법: 뉴욕시  규정 
제6부 제5장 제32조 (c)항 

• 서비스 유형 및 가격이 기재된 가격표 미게시 - 서비스 유형과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가격표는 계산대 및/또는 주문 접수처 근처에 명확하게 게시 또는 게재해야 합니다. 
가격표가 최소 청구액(예: ~달러부터) 또는 ‘이상’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와 가격의 정확한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50~500달러입니다. 적용법: 뉴욕시 규정: 제6장 
제5-70조 (a)항. 

• 뉴욕시 및 뉴욕주법에 따른 이발소 영업허가 미소지 – 뉴욕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려면 뉴욕시 및 
뉴욕주 당국에서 유효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200~2,000달러입니다. 적용법: 뉴욕시 행정법  제163조 제3항 , 뉴욕시 행정법 제5조 제4항 (a)호, 
뉴욕시 행정법 제3조 제11항 (b)호, 뉴욕 일반 비즈니스 통합관리법 제28장 제432조. 

o 뉴욕시 허가신청서는 다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sbs/314c-standard-form.pdf 

o 미납부 벌금이 있는 경우 뉴욕시 발급 허가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https://www1.nyc.gov/site/finance/pay-
now/pay.page 

 

OATH 심리에 참석하려면: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심리에서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OATH 심리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심리담당관이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일부 담당관은 전화를 
통한 증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귀하와 해당 사건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 증거는 모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개인의 서명한 진술서, 동영상도 증거가 됩니다. 담당관이 증거의 
혐의 관련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환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OATH는 도우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센터의 사법절차조정관이 귀하와 면담하여 혐의, 심리절차, 처벌 수위, 위반 
시정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 심리담당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OATH 심리에 참석하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 당사자는 OATH 항소부서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OATH 항소부서에서 
심리담당관의 결정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오류가 있는지, 기록에 근거한 것인지, 부과된 벌금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OATH 관할지역의 OATH 도우미 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212) 436-0845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Manhelpcenter@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브롱크스 
260 E.161st Street 
Bronx, NY 10451 

브루클린 
9 Bond Street, 6th Floor 
Brooklyn, NY 11201 

맨해튼 
66 John Street, 11th Floor 
New York, NY 10038 

퀸스 
31-00 47th Avenue 
Long Island City, NY 11101 

스태튼 아일랜드 
350 St. Marks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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