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제와 2제를 섞어 사용하는 염색약.

Product set of hair color, 1 part hair 

color and 2 parts developer.

세트제품 Permanent color 

영구염색
Demi Permanent Color

Semi Permanent Color 

반영구염색

염색 원리 암모니아가 큐티클을 열고 과산화수소가 
모피질에서 멜라닌을 제거한 후에 착색

염색약이 큐티클을 통과. 일부분은 모피질 안으로 
침투, 모피질로부터 멜라닌을 제거하지 않고 착색 

오직 큐티클 층 
바깥 부분에만 착색

성분 암모니아 성분은 모발을 약하게 하고 
건조하게 만든다.

과산화수소수가 20vol이상

모발 손상 초래 가능 

암모니아가 없고, 
과산화수소수 (10 vol)가 
부드럽게 큐티클을 열어준다

과산화수소수가 5 vol

색상 원래 머리색보다 밝은색으로 염색할 때 방법 흰 머리 염색

색상을 너무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염색  

갈색머리에 붉은 톤을 
더하는데 효과. 

색보존기간 색이 영구적으로 유지

색상 경계선을 남길 수 있다. 

재염의 기간은 적어도 4주 후에 진행

6~8주 정도 지속, 경계선을 남기지 않음. 

Semi 보다 오래 가고, 
영구염색보다 머리손상이 적다.

샴푸를 4~6회 정도 하면 색이 
사라진다.

주의사항 릴렉서사용후 2주 후 사용하거나
내추럴 헤어에 사용한다.

탈색모에 염색 시술을 할 경우 자연모 보다 
색채가 오래 견디지 못하여 연해질 수 있다.

릴렉서 사용, 파마 후에 사용 가능 

내추럴헤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릴렉서후 바로 사용 가능

밝은 톤은 시술 효과가 없음

영구염색 작용 원리
Permanent color Process

침투
Penetration

탈색
Bleaching 

Melanin

발색 + 착색
Color & Stain

Melanin

Coloring

Bleached Malanin

Reaction

Cuticle

Cortex

Medula

큐티클

모피질

모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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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et Permanent color Demi Permanent Color Semi-Permanent Color

Principle of 

Hair Color 

Ammonia opens cuticle and hydrogen 
peroxide in cortex removes melanin to 
stain.

Hair colors penetrate cuticle. Some of them 
penetrate cortex. Stained without removing 
melanin. 

Stain only at the outside 
cuticle layer

Component Ammonia makes hair weak and dry. 
Hydrogen peroxide more than 20vol. 
possible to damage hair.

No ammonia.

Hydrogen peroxide (10vol) opens cuticle 
smoothly. 

Hydrogen peroxide (5vol)

Color Good for dyeing hair lighter than natural 
hair color.

Dyeing gray hair – to have natural hair color 
without using too many colors

Effective in adding red tone 
to the brown hair 

Lifetime 

of Color

Color is permanent.

Possible to leave the line of color.

Recoloring is recommended at least 
after four weeks.

Keeps for 6 to 8 weeks.

No line of color is left.

Last longer than Semi and less likely to 
damage hair than Permanent.

Color has a short life span 
of 4 to 6 shampoos.

Directions 

for Use

Use two weeks after a relaxer.

Use on natural hair.

When coloring on bleached hair, it 
can have lighter color than coloring on 
natural hair.

Relaxer should be used after perm.

The result may be not satisfactory when 
used on natural hair. 

Can be used immediately 
after a relaxer.

Light tones have no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