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팩트 시트 소개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 소유주는 Public Health 
Regulation 2022 (공중 보건 규정 2022) 및 Local 
Government (General) Regulation 2021 (지역정부 (일반) 
규정 2021)에서 비즈니스 설계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염 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시공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시의회에 연락하여 설계, 계획 및 
시공 표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면을 쉽고 정확하게 세척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 방법
• 좋은 조명과 환기
• 미용 시술에 적합한 바닥재, 선반, 부속품 및 가구
• 폐기물 처리통
• 장비 및 기구를 청결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
• 장비 세척을 위해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별도의 

싱크대
• 손 씻기에만 사용되며 항상 다음 품목과 함께 제공되는 

손 세면대:
– 깨끗하고 따뜻한 식수
– 액체 비누 및 알코올 기반 손 세정제
– 일회용 타월 또는 작동하는 자동 손 건조기.

• 직원이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술 룸/구역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세면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처리 구역 벤치 작업 공간, 싱크대, 장비 및 기구는 
시술자가 세척 및 멸균된 기구 및 장비를 오염시키지 않고 
세척, 소독 및 멸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림 1: 멸균 구역 레이아웃 제안 (AS/NZS 4815-2006)
NSW Health에서 Standards Australia Limited의 허가를 받아 CLF0722HNSW 라이센스 하에 복제함.  
AS/NZS 4815:2006의 저작권은 Standards Australia 및 Standards New Zealand에 있음.  
사용자는 Standards Australia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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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Health 피부 침투 감염 관리 업무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 소유주는 신규 및 기존 비즈니스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운영되도록 이러한 설계 및 시공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시의회에 등록해야 하며, 비즈니스가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시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멸균 시설
• 재사용 피부 침투 장비 및 기구는 별도의 전용 구역에서 

재처리 (세척 및 멸균)를 해야 합니다 .
• 멸균은 호주 표준 AS/NZS 4815:2006 사무실 기반 의료 

시설 - 재사용 의료 및 수술 기구 및 장비의 재처리 및 
관련 환경 유지의 멸균 절차를 따르는 증기 저압 벤치탑 
오토클레이브 (가압 멸균 처리기)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오토 클레이브는 의료제품청 (TG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GA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재처리 구역은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 세척되지 않거나 멸균되지 않은 장비 및 기구와 세척 
또는 멸균된 장비 및 기구 간의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처리 중인 장비 및 기기들의 동선은 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림 1은 재처리 구역을 위한 
권장되는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https://www.tga.gov.au/australian-register-therapeutic-goods


팩트 시트
• 뷰티 트리트먼트 비즈니스
• 바디 피어싱 비즈니스
• 결장 세척 비즈니스
• 미용사 및 이발사
• 손톱 트리트먼트 비즈니스

• 바디 아트 및 문신 비즈니스
• 왁싱
•  재사용 가능한 장비 및 도구의 세척 및 살균 방법

표준
• AS/NZS 48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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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처리 구역에는 세면대와 싱크대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각은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세면대와 싱크대에는 항상 따뜻한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온수기의 크기는 비즈니스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깨끗한 장비와 깨끗하지 않은 장비 및 멸균되지 않은 
장비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충분한 벤치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재료 및 장비 그리고 세척 후 
건조 장비를 위한 추가 벤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타 요건
• 결장 세척 시술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는 시술실 또는 

인근에 화장실을 포함한 기타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장 세척 비즈니스'라는 제목의 팩트 시트 참조).

•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날카로운 물건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 용기는 AS/NZS 4261:1994 
인간 및 동물 의료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물건 
수거를 위한 재사용 용기 기준, 또는 AS 4031:1992 건강 
관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날카로운 의료 품목을 수거하기 
위한 일회용 용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다음 자료들을 통해서도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들과 전문인들이 Public Health Act 2010 (공중 보건법 2010) 및 Public 
Health Regulation 2022 (공중 보건 규정 2022)의 요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SW Health 웹 사이트의 피부 침투 
관리 자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조언
• 시의회에 문의하십시오.
• 1300 066 055로 전화하여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십시오.

https://www.standards.org.au/access-standards/buy-standards
https://www.health.nsw.gov.au/environment/skinpenetration/Pages/skin-pen-resources.aspx
https://www.health.nsw.gov.au/environment/skinpenetration/Pages/skin-pen-resources.aspx
https://www.olg.nsw.gov.au/public/find-my-council/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Pages/phu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