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팩트 시트 소개
미용사와 이발사는 농가진 (박테리아 감염) 그리고 백선 및 
버짐과 같은 곰팡이 감염을 포함하여 두피, 얼굴 및 목에 
피부 감염을 퍼뜨릴 수도 있는 시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감염은 고객 간에 기구와 장비를 세척하지 않을 때,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 그리고 가구 및 
부착물들을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지 않을 때 퍼질  
수 있습니다.

피부 침투 시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만 Public Health 
Regulation 2022 (공중 보건 규정 2022) (본 규정)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시공
• 비즈니스의 설계 및 시공은 Local Government 

(General) Regulation 2021 (지방 정부 (일반) 규정 
202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의회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 규정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음은 비즈니스가 좋은 위생 및 감염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모든 표면을 쉽고 올바르게 세척 가능.
– 미끄럼 방지 바닥재.
– 적절한 조명과 양호한 환기 상태.
– 적합한 바닥재, 선반, 부속품 및 가구.
– 폐기물 처리통.
– 장비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
– 장비 세척을 위해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별도의 싱크대.
– 아래 항목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손 세척 전용 세면대:

 ⸰ 흐르는 따뜻한 물
 ⸰ 액체 비누 및 알코올 기반 세제
 ⸰ 일회용 타월 또는 작동하는 자동 손 건조기.

미용사와 이발사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감염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좋은 감염 관리 
업무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장비
• 세척이 어려운 장비는 일회용이어야 합니다.
• 빗, 브러시, 롤러, 클리퍼 및 가위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매 사용 후에 세척해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분리할 수 없는 날이 있는 수동 클리퍼는 쉽게 세척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클리퍼의 분리 가능한 날은 재사용하기 전에 세척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한 장비를 소독제 
용액에 담그지 말아야 합니다. 

• 장비는 따뜻한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세제는 높은 발포 특성과 잔류물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 면도에는 멸균된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면도기는 사용 후에 적절한 날카로운 물건용 용기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각 고객마다 깨끗한 타월 및 린넨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린넨은 세제와 뜨거운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불침투성 커버 (예: 플라스틱)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각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 장비가 혈액에 노출되거나 피부에 침투하는 경우 이를 
재사용하기 이전에 AS/NZS 4815:2006 사무실 기반 
의료 시설 - 재사용 의료 및 수술 기구 및 장비의 재처리 
및 관련 환경 유지에 따라 유효한 멸균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재사용 장비 및 기구를 세척 및 살균하는 방법'
이라는 제목의 팩트 시트 참조). 

비즈니스 위생
• 비즈니스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벤치와 같은 트리트먼트 영역은 각 고객을 응대할 때마다 

세척하고/하거나 트리트먼트 표면 위에 깨끗한 덮개를 
놓아야 합니다.

• 비즈니스는 비품, 부속품 및 장비에 대한 세척 및 유지 
보수 절차를 문서화해야 하며 직원은 이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 모든 폐기물은 단단히 포장하여 매일 처리해야 합니다.

미용사 및 이발사

NSW Health 피부 침투 감염 관리 업무

Hairdressers and barbers - Korean

https://legislation.nsw.gov.au/view/html/inforce/current/sl-2021-0460
https://legislation.nsw.gov.au/view/html/inforce/current/sl-2021-0460
https://www.olg.nsw.gov.au/public/find-my-council/


NSW Health 미용사 및 이발사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액체 및 크림은 
일회용 용기에 옮겨 붓고 각 사람에게 새로운 일회용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왁싱은 피부 침투 시술이며 미용사 또는 이발사가 
왁싱을 하는 경우 해당 비즈니스는 시의회에 피부 침투 
비즈니스로 등록해야 합니다 ('왁싱'이라는 제목의 팩트 
시트 참조).

미용사 및 이발사를 위한 개인 위생
• 미용사와 이발사는 시술 중에 깨끗한 가운이나 앞치마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베임이나 상처는 밀봉된 방수 밴드로 덮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 고객을 대하기 전과 후
– 시술 전후
– 신체 분비 물질에 노출된 후
– 고객의 주변을 만진 후
– 장갑 제거 후.

• 손 씻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호주의 손 위생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요건
• 비즈니스는 시의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모든 계획 및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장 전에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부 침투 시술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비즈니스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날카로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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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 시의회에 문의하십시오.
• 1300 066 055로 전화하여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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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시트
• 뷰티, 바디 아트 및 피부 침투 관리 산업
• 재사용 가능한 장비 및 도구의 세척 및 살균 방법
• 왁싱

표준 
• AS/NZS 48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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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ha.org.au/hand-hygiene/what-is-hand-hygiene
https://www.olg.nsw.gov.au/public/find-my-council/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Pages/phu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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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