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 침투 시술'이란?
Public Health Act 2010 (본 법)은 피부 침투 시술을  
"피부 침투 (예: 침술, 문신, 귀 피어싱 또는 제모 또는 점막 
침투)와 관련되고 본 규정에 의해 피부 침투 시술로 선언된 
모든 시술을 포함하는 시술 (의료 여부에 관계없이)"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시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문신 
•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 미용 문신 
• 왁싱 
• 피어싱
• 미세 박피술
• 결장 세척.

시술이 피부 침투 시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시의회 또는 
공중 보건소에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참고: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  
(의료 종사자 규칙 국내법) 하에 등록된 의료 전문인 또는 
등록된 의료 전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행동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피부 침투 시술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본 법 혹은 Public Health Regulation 2022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피부 침투 시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팩트 시트는 Public Health Act 2010 (공중 
보건법 2010) 및 Public Health Regulation 2022 
(공중 보건 규정 2022)에 따른 피부 침투 시술에 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본 법의 요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 법 및 본 규정의 피부 침투 요건은 피부 침투 시술을 
수행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는 피부 침투 시술을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 문신 시술자
• 결장 세척 시술자
• 미용사, 네일 테크니션 그리고 침술 또는 건식 니들링을 

수행하는 등록되지 않은 시술자.

피부 침투 시술의 위험은?
피부 침투 시술은 오염된 장비와 표면을 통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감염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C형 및 B형 간염 또는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및 녹농균 감염과 같은 질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감염 관리 시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는 감염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피부 침투 산업의 규제
피부 침투 시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는 시의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계획 및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장 
전에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회의 인가된 
공무원은 피부 침투 시술 비즈니스를 검사하여 다음을 
포함한 보건 의무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가 모든 설계 및 시공 표준을 충족하며 깨끗한 

상태임.
• 모든 바늘, 날카로운 물건 및 기타 피부 침투 장비가 

멸균됨.
• 모든 날카로운 물건이 적절하게 폐기됨.
• 양호한 감염 관리 업무가 실시됨.
• 작업자들이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함.

인가된 사무소의 역할과 검사 준비 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의회에 연락하십시오 ('인가된 공무원의 권한'
이라는 제목의 팩트 시트 참조).

뷰티, 바디 아트 및 피부 
침투 관리 산업

NSW Health 피부 침투 감염 관리 업무

Beauty, body art and skin penetration industries - Korean

https://www.olg.nsw.gov.au/public/find-my-council/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Pages/phus.aspx
https://www.olg.nsw.gov.au/public/find-my-council/


NSW Health 뷰티, 바디 아트 및 피부 침투 관리 산업

추가 조언
• 시의회에 문의하십시오.
• 1300 066 055로 전화하여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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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시트
• 뷰티 트리트먼트 비즈니스
• 바디 피어싱 비즈니스
• 발 스파 세척 및 소독
• 결장 세척 비즈니스
• 미용사 및 이발사
• 재사용 가능한 장비 및 도구의 세척 및 살균 방법
• 손톱 트리트먼트 비즈니스
• 인가된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
•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 설계 및 시공 
• 바디 아트 및 문신 비즈니스
• 왁싱

포스터
• 재사용 장비 및 기구의 세척 및 살균

비디오
•  NSW Health Infection control tutorial for skin 

penetration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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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nsw.gov.au/public/find-my-council/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Pages/phus.aspx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DJ5In7QhTmKCNnxWd_zd3wg8Og4nyZ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DJ5In7QhTmKCNnxWd_zd3wg8Og4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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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