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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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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 2015 년- 8 월-13 일-유기발광다이오드 (LED) 

위원회에서 미용사 /피부 미용사에게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LED 기구 사용을 고려 중인 면허 

소지자가 있다면 , 그 기구의 사용이 위원회의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허 소지자가 시행 할 수있거나 시행할 수 없는 서비스를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위원회의 관행이 아닙니다 . 캘리포니아 규정집 991 항 16 편은 (2015 년 7 월 1 일 이전까지 ) LED 

서비스를 금지했었습니다 . 위원회는 991 항을 크게 변경하였으며 , 이제 미용사 / 피부 

미용사는 LED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용 목적은 반드시 피부 

외양의 개선 (미용)이어야 합니다 . 위원회는 대다수의 LED 서비스가 미용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 

캘리포니아 규정집 9991 항 (2015 년 7 월 1 일 발효 ): 

§ 991. 침습적 시술 : 

(a)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의 표피 이상의 피부를 제거, 파괴, 절개, 또는 피어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기기, 기계, 또는 그 외 다른 기술, 또는 이상의 것들의 조합을 사용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침습적 시술로 간주될 것이다 .  

(b) 침습적 시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근육을 눈에 띄게 수축시키는 전기의 시술. 

(2) 구입하려면 의료면허가 필요한 국부 로션, 크림, 세럼 또는 이 외 다른 물질의 사용. 

(3) 전기분해 요법 바늘/와이어 필라멘트을 제외한 금속 바늘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  

(4) 표피 아래 층의 피부를 긁어내거나 벗겨내는 행위. 

(5) 면도날이 끝에 달린 도구나 비슷한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를 제거하는 행위 .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16 항, 73 20 

항, 7320.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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