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는 이미용 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허가와 규제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미용사와
피부미용사가 주법과 확립된
감염관리 표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는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속눈썹 연장이란 무엇인가?

이미용위원회
2420 DEL PASO ROAD, SUITE 100
SACRAMENTO, CA 95834
www.barbercosmo.ca.gov
800-952-5210

더 길고 짙은 속눈썹(또는 “아이래쉬”)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조, 실크, 또는 밍크 속눈썹을 특별히
반영구적으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해서 한 번에 한올씩

허가받은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만이 속눈썹을 시술할

붙입니다. 속눈썹 한 세트를 전부 붙이려면 대략 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캘리포니아 이미용위원회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속눈썹은 자연 속눈썹처럼 결국은

허가를 받은 테크니션에게 시술받으십시오. 미용사

빠져버리거나 2주나 4주에 한번씩 관리를 받으면서

또는 피부미용사 면허증은 테크니션이 일하는 주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대에서 쉽게 눈에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 연방 의약청은 속눈썹 연장이나 그 접착제를 화장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화장품 안전과 라벨링

속눈썹
연장
안전 팁
캘 리 포 나 아 주

소비자보호국

16_032 (03/16)

속눈썹 연장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http://www.fda.gov/Cosmetics/Products
Ingredients/Products/ucm137241.htm

합니다. 면허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물어보십시오. 해당
테크니션이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곳에서
떠나십시오. 눈의 안전은 너무 중요한 것이오니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소비자가 속눈썹 연장을 받으실 때 고려하셔야
할 몇가지 팁입니다.

살롱에 가시면
• � 살롱이 깨끗한지 쓰레기가 잘 치워져있는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구가 준비되어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 귀하의 미용사나 피부미용사의 면허증이 작업대에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귀하의 테크니션은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해당
테크니션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 � 모든 깨끗하고 소독된 도구는 “깨끗한”이라고 라벨이
붙은 깨끗한 폐쇄 용기에서 꺼내야 합니다. 귀하의
테크니션에게 어떤 소독 과정을 거치는지 물어보십시오.
귀하께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눈꺼플은, 알레르기 반응, 피부자극, 또는 다른 눈 부위의

• � 시술 중에는 눈을 감으십시오.

명심하시십시오—귀하께서 옳지 않은 어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를 사용하기

• � 아래쪽 속눈썹은 시술중 위쪽 속눈썹과 접촉을

것을 보셨다면, 먼저 해당 테크니션에게

전에는 항상 성분을 체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속눈썹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테크니션에게 무포름알데히드
접착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대부분의 속눈썹
연장은 기존 자연 속눈썹에 붙이므로 효과적인 시술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자연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 귀하의 트리트먼트 테이블은 깨끗한 수건 또는 새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커버해야 합니다.
• � 위쪽 눈꺼플은 시술중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커버해야
합니다.
• � 속눈썹 연장은 반드시 모근 가까이 에 위치해야하며
피부에 닿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속눈썹을
붙일 수 없습니다:
• � 탈모증
• � 항암치료중 및/또는 방사선치료중
• � 발모벽 (속눈썹 또는 다른 털을 뽑고 싶은 충동 장애)

• � 코튼볼/패드, 스폰지, 마스카라 봉, 큐팁 같은 일회용
용품들은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 주의사항

서비스 후 주의사항
속눈썹 연장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양지하셔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피부자극, 작열감, 홍반 및
쓰라림. 눈의 안전을 위해 다음을 준수하십시오:

속눈썹 연장 시술 금지:
• � 눈 또는 눈꺼플이 자극을 받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된 상태 또는 개방성 창상이 있을 경우 
• � 라텍스 또는 속눈썹 접착제에 함유된 어떤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불확실한 경우 테크니션에게

마십시오. 여기에는 운동, 스팀룸, 또는 핫요가를
피하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접착제가 다시 끈적이게
되어서 속눈썹이 서로 붙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속눈썹을 잡아당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속눈썹 잡아당기기, 뽑기 또는 만지기는 귀하의 자연

피부 일부에 바르고 24시간을 기다리는 과정)를

속눈썹에 해를 주거나 , 말할 것도 없이, 박테리아를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눈 부위에 퍼뜨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시설을 떠나시고, 평판이 좋은 다른 테크니션을
찾으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으로 위원회에 말하십시오: 전화
800-952-5210 또는 온라인 불만사항 접수
www.BreEZe.ca.gov.
안전하고 건강한 살롱 경험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도덕적 표준을 고무하고 이미용업법을
집행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 � 시술 후 24 ~ 48 시간 동안 속눈썹이 젖게 하지

패치 테스트(해당 테크니션이 소량의 접착제를 귀하의

• 테크니션이 손톱 접착제를 귀하의 속눈썹에

말하십시오. 그 다음 살롱 주인에게

만약

보신다면
말하십시오

• 수분을 많이 함유한 제품을 속눈썹 주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샴푸, 컨디셔너, 또는 오일 베이스 제품은
결국은 접착제의 결속력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머리를
감으실때는 속눈썹이 젖거나 이러한 제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 머리를 뒤로 젖히셔야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간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osha.gov/SLTC/
formaldehyde/hazard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