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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올 한 올 섬세하게 … 탈모 고민 ‘확~’ 날려주는 ‘SHS 영구화장’

<샤론 퍼머넌트 메이크업 Sharon Permanent Makeup>

SPM 여 원장의 이력을 보면 

그가 왜 이 업계의 선도자인

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대강의 

이력을 적어본다.

-SPCP(THE SOCIETY OF 

PERMANENT COSMETIC 

PROFESSIONALS) 멤버

-Face Line 전문 상담가, 성형 

수술 후 영구적 흉터 커버 전

문 테크니션(성형외과 분야)

-Artas 로보트 헤어 이식 트

레이너(분당 서울대병원)

-다수의 방송 출연(할리우드 

Wexler TV, 라디오코리아, 라

디오서울등 400회 이상) 및 1,000편 이상의 칼럼과 

240편 이상의 기사 신문 연재

이처럼 화려한 경력의 여 원장은 반영구화장 시술

을 하면서‘민낯’에서 더 예뻐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영구화장뿐만 아니라 성형적인 영구화장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샤론 헤어 스트로

크’(Sharon Hair Strocke, SHS) 기법을 개발했다.

SHS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시술 기법이다. 일

반 반영구화장이 피부 표피층 세포의 탈각화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색이 서서히 흐려져 재시

술이 불가피한데 비해 SHS는 영구적인 분장술이라 

할 수 있다. 

여 원장에 따르면 SHS는 탈모로 고민하다 모발 이

식이나 모발 재건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탈모가 생긴 두피에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을 고려해 한 올 한 올 섬세하

게 머리카락을 그려내 실제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러

워 보인다. 여기에 더해 시술 시 머리카락 그리는 작

업을 3~4회 같은 위치에 반복해 색소가 피부 깊숙

히 스며들어 더 좋아지고 젊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

뀐 증모 효과를 거의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다. 시술 

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시술을 반복하는 작업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야 가

능하다. 

여 원장은“반영구화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

색이 돼 재시술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2년마 다

시 시술을 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번거롭고 경제적으

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SHS는 그 

효과가 오래 지속돼 다른 영구화장술에 비해 훨씬 

실용적이며 시술 즉시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라며 

“지금 탈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SHS로 변화된 자

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샤론 퍼머넌트 메이크업>은 최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지점을 오픈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부

에나파크지점을 오픈한 것은 여 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에이까지 오가야 하는 이 지역 고객들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다는 전언이다.

◈ 문의: (213) 500-1293

▶ 975 S. Vermont Ave. #203, LA, CA 90006

     (나성플라자)

▶5423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Style Box)

최근 들어‘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스타일) 메이크업으로 맑고 깨

끗한 얼굴을 드러내는 뷰티 스타일링이 

주목을 받으면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일반 문신과 달리 자연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등 피부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해 민낯에도 자연

스럽게 화장한 효과를 짧게는 수개월에

서 길게는 3~5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땀이나 물에 의해 쉽

게 지워지지 않고 매일 화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여성들 사

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엔 남성들 사이에서도 눈

썹과 헤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통해 긍정적인 이

미지 변신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탈모증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머

리카락과 같은 컬러의 색소를 사용해 두피에 머릿

결을 그려 넣어 마치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

도록 시각적 증모 효과를 주는 등 시술의 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 

이런 반영구화장 업계에서 주목할 인물이 있다. 

바로 엘에이와 부에나파크에서 <샤론 퍼머넌트 메

이크업>(Sharon Permanent Makeup, 이하 SPM)을 

운영하고 있는 사론 여 원장이다. 그는 25년의 경험

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반영구 화장 업계를 선도하

고 있다. 이런 명성으로 얼마 전에는 한국 삼성가의 

사람들이 여 원장을 찾아 반영구화장을 시술 받고 

가기도 했다.

▲ 샤론 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