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 
최고의 아름다움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용사는 이발 미용  

위원회의 허가 및 규제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미용사가 주 법률 및 감염 

관리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질문, 의견 또는 불만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이발 미용 위원회 

2420 DEL PASO ROAD, SUIT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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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은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합입니다: 

헤어 

미용사는 사람의 머리에 대해 정돈, 치장, 컬링, 

웨이브, 파마, 클렌징, 컷, 샴푸, 풀기, 그을림,  

블리치, 틴트, 컬러링, 펴기, 염색, 브러쉬, 헤어 

토닉, 스타일 또는 기타의 트리트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는 깃털이나 머리 반짝이와 

같은 장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일 

미용사는 손톱을 자르고, 다듬고, 광택, 컬러링, 

틴트 또는 클렌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는 인조 손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킨 

미용사는 페이셜, 메이크업, 스킨 케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 살균제, 강장제,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목, 팔 또는 상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는 인조  

속눈썹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바디 

미용사는 두피, 얼굴, 목, 팔, 손, 발 또는 상체를 

마시지하거나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모 

미용사는 족집게, 액체, 크림, 왁스, 화학 물질  

또는 장치 및/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몸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용사가 레이저 장치로 고객의 눈썹에 트림,  

아치 또는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용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광선으로 알려진 빛의 파장을 사용한
불필요한 털의 제거

• 중간 등급 또는 의료용 박리제의 사용

• 건강에 대한 알려진 효과와 관계 없
이모든 종류의 레이저 사용

• 점 또는 쥐젖 제거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용 서비스는 주의 허가를 

받은 헤어 살롱 및 이발소에서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발 미용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가발 또는 헤어 피스의 판매, 피팅 또는
스타일링에 종사하는 경우

• 서비스 행위가 샴푸, 헤어컷이나 염색약,
반응성 화학 물질 또는 머리카락의 색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이트, 컬을 적용하거나

머리카락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화장품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BBC 의 임무 
윤리적 기준을 촉진하고 미용 

및 이발 업계의 법규를 집행하여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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