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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헤어스타일링 
머리카락을 펴고, 누르거나 컬을 넣기 위해 가열식 아이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다른 종류의 아이언에는 모두 비슷한 보건 안전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빗처럼, 아이언과 같이 사용되는 

기구와 장비도 너무 뜨거워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열식 아이언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 피부 화상 

• 감전 

언제 피부 화상을 당할 수 있는가? 

• 아이언을 가열할 때 

• 고객의 모발에 아이언을 사용할 때 

• 아이언을 치우다가 

• 실수로 다른 사람이 놓아둔 뜨거운 아이언을 만졌을 때 

• 아이언을 떨어졌을 때 

• 너무 뜨거워진 빗에 손이 닿았을 때 

언제 감전을 당할 수 있는가? 

• 전기식 아이언이 오래되었거나 낡았을 때 

• 코드가 오래되었거나 낡았을 때 

• 젖은 손으로 전기식 아이언이나 코드를 만져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 뜨거운 아이언을 다른 사람이 실수로 만질 수 있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 카운터탑 위에 뜨거운 아이언을 놓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을 장소에 놓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발이 걸려 넘어져서 아이언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코드를 두지 마십시오. 

• 고장난 것같은 아이언은 버리거나 수리하십시오. 

• 코드는 반드시 좋은 상태이어야 하고, 해진 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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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마친 전기 장비는 모두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전기 회로가 과부하되도록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접지선이 있는 플러그 구멍이 세개인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 젖은 손으로 전기식 아이언이나 코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 경질 고무나 그외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빗을 사용하십시오. 일부 빗은불에 타거나 녹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 있으니 금속제 빗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열보호 스프레이를 사용하실 때, 이러한 제품 중 일부에 사이클로펜타실록산(cyclopentasiloxane) 

또는 사이클로메치콘(cyclomethicone)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플렛 

아이언을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실 때 이러한 화학물질은 포름알데히드를 발생시킵니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기침, 쌕쌕거리는 호흡음, 피부 발진, 눈, 코, 목의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암 및/또는 피부염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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