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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모발시술 (헤어트리트먼트)
화학적 모발시술에는 파마, 스트레이트 및 모발 탈색/염색이 포함됩니다.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에 모발이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누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대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에서 허가한 살롱이나 이발소에서 근무하는 면허증을 소유한 미용사 및
이발사만이 화학적 모발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화학적 모발시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 화학적 모발시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용사/이발사들에게 예비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예비조사를 통해 모발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방법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에 비용이 드는 경우 사전에 미용사/이발사에게 질문해서 확인하십시오.
질문 어떤 다른 유형의 예비조사가 있습니까?
대답 예비조사에는 다음의 유형이 포함됩니다:

1. 기초조사 컬: 이 조사는 파마 서비스에 대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된 컬러 사이즈와 제품에
따라 실제 처리 시간과 컬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스트랜드 조사: 이 조사는 모발 염색 서비스에 대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처리 시간 및 색상
결과와 모발이 사용된 화학 물질의 영향에 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화학적 모발시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대답 네, 모든 화학적 모발시술에 있어서, 수건 및/또는 기타 위생 목 스트립을 사용하여 보호 덮개
(예, 샴푸 케이프, 드레이프, 스목 등) 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화학 용액이 몸에 닿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즉시 피부에서 화학 용액을 제거하십시오. 화학 물질이 피부에 떨어진 것을 느끼거나 또는 작열감을
느끼기 시작한 경우에 즉시 미용사/ 이발사에게 그 사실을 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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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학 물질의 강한 악취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대답 살롱과 이발소에는 환기시설이 적절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악취가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즉시 미용사/ 이발사에게 알리도록 하십시오.
질문 모발시술 후 모발 샴푸를 위해 기다려야 합니까?
대답 네, 모발시술 후 모발 샴푸를 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모발이 영구 변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용사/ 이발사의 조언을 주의하여 듣고 모발 샴푸를 하기 전에 지정된
시간 또는 일 수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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