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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속눈썹 및 눈썹 펌 
 
2022년 1월 1일부터 속눈썹 및 눈썹 펌이 피부미용사, 미용사 및 이발사의 시술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증 소지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용 위원회(위원회)에서 특정 교육 기관이나 

학교를 추천할 수 없지만, 명성이 높은 회사나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며 면허증 소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모범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면허증 소지자들이 각자의 책임 

보험 담당자와 이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여 보상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속눈썹 및 눈썹 펌은 "래쉬 리프트" 및 "브로우 라미네이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특수 제조된 제품을 도포하여 속눈썹 및 눈썹을 들어 올리고, 곧게 펴고, 유연하게 

만들어 선천적인 속눈썹 및 눈썹 성장 주기에 따라 약 4~6주 동안 더 매력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범 관행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손을 씻고, 속눈썹 및 눈썹 펌을 시술하는 동안은 가급적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와 절차, 요구사항 및 애프터케어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 제조업체의 권장 프로토콜에 따라 패치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패치 테스트는 

소비자의 예약 시간으로부터 48~72시간 전에 수행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제조업체 및 

보험사의 권장 사항을 따르고, 패치 테스트 또는 실제 서비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경우 

소비자가 주치의에게 문의하게 하십시오. 

• 특히 브로우 라미네이션 서비스에서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민감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받기 전 3~5일 동안 레티놀 제품을 눈 주변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소비자에게 

권고하십시오. 

• 소비자의 눈을 씻어내야 하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눈 세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멸균수 또는 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두십시오. 

•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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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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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도중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그 외 방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고, 계속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 제조업체 및 보험사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눈 부위에 발적, 부종, 자극, 최근에 시술받은 영구 

화장 및 기타 서비스 금기 사항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만일 있다면, 서비스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메이크업, 먼지, 유분기를 부드럽게 제거하십시오. 속눈썹 및 눈썹 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각질 제거 성분 또는 기법을 사용하거나 수행하지 마십시오. 

• 속눈썹이나 눈썹용으로 특수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모발에 사용되는 퍼밍 용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명 및 눈 부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의 권장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래쉬 리프팅 및 브로우 라미네이션 제품을 반드시 

제거하고 중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면허증 소지자들은 위원회의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들 서비스의 경우, 위원회는 면허증 소지자들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16편 9부 

979, 981, 988, 990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 주지사 개빈 뉴섬   
	소비자보호국 ● 이·미용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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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Translation  
 


Translation of Industry Bulletin Lash Brow Perming - KU and Legal Approved from English into 
Korean 


 
CIT, a professional language service provider, has no relation to the client and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by an experienced, qualified and 
competent professional translator, fluent in the above-mentioned language and pair. Further, in 
CIT’s best judgment, the translated text truly reflects the content, meaning, and style of the 
original text and constitutes in every respect a complete and accurat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This is to certify the correctness of the translation only. CIT does not guarantee that the original 
is a genuine document or that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e original document are true.  
 
Further, CIT assumes no liability for the way in which the translation is used by the customer or 
any third party, including end-users of the translation.  
 
A copy of the original source English file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 is attached 
to this certificate. 
 
December 23, 2021 
 
 
              ________________________ 
                        Lucía Bodas,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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