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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업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가 보이도록하고 밀실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발한실내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함.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미용업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함.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출입문의 1/3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칸막이의 1/3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용제 사용 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역업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해야 함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연면적2천이상의 건물 등)을 청소하는 경우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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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health/civil_affair
http://www.naju.go.kr/health/civil_affair/civil_hygiene
http://www.naju.go.kr/health/civil_affair/civil_hygiene/hygiene_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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