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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Bar11ering & Cosmetology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 주지사 개빈 뉴섬 

소비자보호국 ● 이 ·미용 위원회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전화번호: (800) 952-5210 이메일: barbercosmo@dca.ca.gov 

웹사이트: www.barbercosmo.ca.gov 

업계 소식 - 속눈썹 및 눈썹 서비스 

캘리포니아 이 ·미용 위원회에서는 면허 소지자들에게 속눈썹 및 눈썹 서비스에 관한 다음 정보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속눈썹 붙이기 

속눈썹, 속눈썹 연장 , 속눈썹 스트립을 사람에게 시술하는 것은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와 피부 

관리사의 시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b) 미용업의 시술은 다음과 같은 시술 전체 또는 어떤 조합을 말한다 : 

(7)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펌 또는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것 . 

(c) 피부 관리 시술은 다음과 같은 시술 전체 또는 어떤 조합을 말한다 : 

(2)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펌 또는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것 . 

속눈썹 펌 

속눈썹 펌은 면허를 소지한 이발사 , 미용사, 피부 관리사의 시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a) 이발 시술은 다음과 같은 시술 전체 또는 어떤 조합을 말한다 : 

(3) 신징, 샴푸, 어레인징, 드레싱, 컬링, 웨이빙, 파마, 헤어 릴랙싱 , 머리 염색 , 헤어 토닉 도포 . 

(b) 미용업의 시술은 다음과 같은 시술 전체 또는 어떤 조합을 말한다 : 

(7)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펌 또는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것 . 

(c) 피부 관리 시술은 다음과 같은 시술 전체 또는 어떤 조합을 말한다 : 

(2)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펌 또는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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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베이스의 속눈썹 /눈썹 강화제 

소비자에게 약품 베이스의 처방 제품을 도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하여 허가한 범위의 시술 행위가 아닙니다 . 여기에는 속눈썹 성장 , 굵기, 

풍성함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처방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 및 전문업법 7320 항에 따라 이 ·미용 위원회 면허 소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a) 본 장에서는 투약 또는 수술 권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 면허 소지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취득한 면허에 의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허가 없이 본 장에 따라 의료 행위를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b) 이 장의 어떠한 특권도 제 2 부의 10.5(4600 항부터 시작하는 )장에 따라 인증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사업 및 전문업법 2050 항에 의하면 의료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에서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는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이나 방식을 영업하거나 , 영업을 

시도하거나, 영업을 광고하거나 주장하는 사람 또는 질환 , 결점, 기형부, 질병, 외관상 상처 , 장애,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 정신적 상태를 진단 , 치료, 수술 또는 처방하는 사람으로 이를 시행하는 

시점에 본 장에 규정된 유효하거나 , 취소되지 않았거나 , 정지되지 않은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획득한 면허증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엔 

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 형법 섹션 1170 의 (h) 항에 따라 구속되거나 , 1 년 

이하로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거나 , 벌금 및 구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적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참고: 이번 업계 소식은 이전에 게시한 업계 소식 (2017 년 11 월 29 일 - 속눈썹 및 눈썹 서비스 )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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