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FAQ 

미용실 

 

새로운 안내지침에 따라 어떤 헤어 서비스가 허용됩니까? 

새로운 안내지침에 따라 헤어컷, 웨브스 및 익스텐션, 브레이딩, 유지 관리, 가발 관리, 

헤어 릴렉스 시술, 컬러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이래쉬 서비스, 눈썹 왁싱 

및 트레딩, 얼굴 등 작업자와 고객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한 상태에서 수행될 수 없거나 

또는 고객의 얼굴을 만져야 하는 서비스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갈 때 COVID-19 확산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미용실은 일상 업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체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용실 운영자는 잡지나 셀프 서빙 

커피와 같은 자주 접촉되는 물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스타일리스트는 한 번에 한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손님의 머리카락이 건조되거나 작업되는 동안 

스타일리스트가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실 운영자는 새롭고 엄격한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통제되지 않는 COVID-19 감염률을 나타냈다면 Los 

Angeles 카운티는 이 서비스 기반 부문을 다시 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운영자 및 

고객이 지침을 준수하는 한 위험은 줄어듭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온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는 예약을 진행하기 전에 고객의 체온을 

점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과 고객에게는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검진할 예정입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고객들은 예약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드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머리 감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머리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브레이드 (braid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웨브스 (weave) 또는 익스텐션 (extension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염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화학적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까? 착용을 한 채로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까? 



네, 스타일리스트와 귀하는 둘 다 안면 가리개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고객들은 귀에 

걸 수 있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여 안면 가리개가 헤어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제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까? 

네,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반드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장갑을 껴도 됩니다. 

 

미용실에서 놀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미용실이 편안하고 우정의 장소라는 것을 알지만, 이 같은 때에 신체적 

거리두기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예약된 사람만 미용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약이 끝나면 고객은 떠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결재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금 없는 결재 방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관련 서비스 

  

눈썹이나 얼굴 왁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마스크를 할 수 없거나 및/또는 기술자가 고객의 얼굴을 만져야하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페이셜 (facial)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마스크를 할 수 없거나 및/또는 기술자가 고객의 얼굴을 만져야하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파 서비스는 이 재개 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일 살롱은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페디큐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일 살롱은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속눈썹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마스크를 할 수 없거나 및/또는 기술자가 고객의 얼굴을 만져야하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발소 

 

수염을 다듬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마스크를 할 수 없거나 및/또는 기술자가 고객의 얼굴을 만져야하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쉐이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마스크를 할 수 없거나 및/또는 기술자가 고객의 얼굴을 만져야하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눈썹이나 얼굴 왁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마스크를 할 수 없거나 및/또는 기술자가 고객의 얼굴을 만져야하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까? 착용을 한 채로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까? 



네, 스타일리스트와 귀하는 둘 다 안면 가리개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고객들은 귀에 

걸 수 있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여 안면 가리개가 헤어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이발사가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해야합니까? 

네, 이발사는 반드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장갑을 껴도 됩니다. 

  

이발소에서 놀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발소가 편안하고 우정의 장소라는 것을 알지만, 이 같은 때에 신체적 

거리두기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예약된 사람만 이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약이 끝나면 고객은 떠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