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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위원회

이미용 위원회

질문, 의견 또는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로 연락하십시오.

이미용 위원회 
2420 DEL PASO ROAD, SUITE 100 

SACRAMENTO, CA 95834 
www.barbercosmo.ca.gov 

800-952-5210

캘 리 포 니 아 주

소비자보호국

왁싱
안 전  팁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는 
이미용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허가와 규제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미용사와 피부미용사 가 
주법과 확립된 감염관리 
표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왁스 
서비스를 받으실 때   또는 
해당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 잊지말아야 할 몇가지 
팁입니다.

www.barbercosmo.ca.gov


왁스 서비스를 받으시기 전에

 • 기구가 위생적으로 보이는지, 살롱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미용사나 피부미용사의 면허증이 작업대에 

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면허증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니큐어사가 왁싱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면허를 통해 허가받은 시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유의하십시오. 매니큐어사는 왁싱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 테크니션은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해당 테크니션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위원회에서는 또한 

테크니션들에게 왹싱 작업 중에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왁스 냄비가 깨끗하고 왁스가 넘쳐 흘러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왁스 롤러가 깨끗한지 살펴보십시오. 일부 

테크니션들은 왁스 스틱 대신에 롤러를 

사용해서 왁스를 도포합니다. 롤러 헤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끝나면 새 일회용 
헤드로 교체하거나 세척하고 살균해야 

합니다. 

 • 귀하의 테크니션이 사용 중인 살균 절차와 

기구 소독법에 관해서 물어보십시오.

 • 왁스 스틱 같은 일회용 용품은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왁스 냄비에 중복해서 

딥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트리트먼트 테이블에 깨끗한 새 수건 

또는 새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왁싱 금지

 • 가렵고 따겁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 또는 

벌어져 있는 상처가 있는 경우.

 • 정맥류가 있는 다리.

 • 발진, 최근에 생긴 흉터 조직, 피부 이식 부위, 

입술 발진(cold sore), 검은 점(mole), 사마귀 

또는 여드름이 있는 모든 부위.

 • 보톡스나 콜라겐 주사를 맞은 얼굴 또는 몸의 

부위.

 • 왁싱 시술을 받은지 24 시간이 지나지 않은 

부위.

 • 피어싱한 부위 또는 그 주변

 • 최근에, 살리실산(salicylic acid), 글리콜산
(glycolic) 및 또는 알파하이드록시산
(alpha hydroxyl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한 부위.

 • 최근 미세박피술, 피부박리술 및 또는 화학적 

필링 같이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신 경우.

 • 항생제, 아큐테인, 국소적으로 바르는 

연고, 크림 (예: 레틴에이(Retin-A), 레노바
(Renova)) 또는 여드름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하고 계신 경우.

 • 루푸스 또는 에이즈 환자이거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의 항암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 오랜 시간 동안 직사광선에 노출되었거나 

24 시간 이내에 태닝 서비스를 받았거나 

일광화상이 있는 경우.

왁싱 서비스를 걸르셔야 하는 경우

 • 임신중, 피임중, 호르몬제, 항생제 복용중. 

이러한 기간에 왁싱을 받으시면 피부가 더 

심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크니션이 

풀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흡연자이거나 주사비(Rosacea) 증세가 

있는 경우. 안면모세혈관확장은 왁싱 

과정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거나 당뇨병 

또는 정맥염(phlebitis) 환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병증입니다. 왁싱 서비스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최근 다량의 카페인이나 알콜을 음용한 

경우. 각성제나 진정제는 왁싱시 피부를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해당 

성분이 체외로 배출될 때까지 왁싱 

서비스를 미루십시오.

서비스 후에
왁싱서비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피부자극, 작열감, 홍반, 흉터 및 쓰라림 
등의 결과를 바롯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다른 
서비스를 시술 받았거나 이 안내서에 기술된 
스킨케어 제품이나 약을 사용하신다면, 일부 
피부층은 얇아서 왁싱시에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옳지 않은 어떤 것을 

보셨다면 먼저 왁스 시술사에게, 그다음은 

살롱 주인에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 말하십시오 

800-952-5210 으로 전화하시거나 

www.BreEZ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십시오.

안전하고 건강한 살롱 경험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도덕적 표준을 고무하고 이미용업법을 

집행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보신다면
말하십시오.

www.BreEZe.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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