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Sterilisation)
1. 사람의 피부 침투에 사용된 재사용
가능 도구/장비는 AS 2182-1998 에
따라 유지보수 되는 벤치톱 소독기를
이용하여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시의회 요건
(Council requirements)
1. 시의회에 연락하여 설계 및 건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시의회는 용이한 세척을 위해 벽,
바닥, 천정을 매끄러운 불침투성으로
하도록 요구한다.
3. 피부 침투 시술 영업을 반드시 지역
시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2. 소독 중에는 소독기 작동 훈련을
적절하게 받은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경고 (Warning)
공공보건규정 2012 의 요건 불이행 시

3. 도구/장비를 반드시:

즉석 벌금, 영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 폐쇄,

• 소독하기 전에 철저히 세척해야
한다.
• 세척기에서 꺼내면
건조시켜야 한다.
• 필요해서 사용할 때까지
패키지에 넣어두어야 한다.

또는 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소독기를 매년 반드시 정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보관물에 클래스
5 혹은 6 지표를 넣어 두어야 한다.
5. 소독 기록 (예: 시간, 온도, 압력, 소독된
물품의 번호와 유형, 운영자 및 날짜)을
적어도 12 개월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추가 정보
(Further information)
미용 산업의 보건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 시의회나 보건소 (1300 066
055)로 연락하십시오

NSW 보건부 정보:
www.health.nsw.gov.au/environment/
skinpenetration/Pages/default.aspx

UV 캐비닛이 소독해주지는 않습니다
SHPN (EH) 160023

KOREAN

미용 산업에 대한 요건
(Requirements for the
Beauty Industry)

미용 사업장에 대한 보건 요건이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health
requirements for beauty premises?)
1. 미용사가 피부 침투를 수반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미용사와 사업장은
공공보건규정 20102 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피부 침투’를 수반하는 시술에 포함되는
사항:
• 피부의 제거 (예: 미세박피술, 면도날
스크레이핑)
• 큐티클 커팅
• 모발 제거 (족집게나 레이저를 이용한 엮기
혹은 모발 제거는 아님)
• 미용을 위한 문신 (색을 첨가하기 위해
보통 눈썹이나 입술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잉크를 넣는 경우)
• 인조손톱을 위한 구멍 뚫기 및 다듬기
• 티눈 제거 (절개)

잉크 및 기타 액체/크림의 사용 (Use of
inks and other liquids/creams)
잉크 및 기타 액체/크림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 혹은 바르는 도구에 넣고,
사용 후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모발 제거용 왁스 (Wax for hair removal)
왁스 (및 왁스를 바르는데 사용되는 주걱과 같은
모든 도구)는 시술 종료 후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남은 것 재사용 금지!)

위생 요건 (Hygiene requirements)
사업장은 반드시
1.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쓰레기통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음을 갖춘 손 세척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 청결하고 따뜻한
음용수
• 액체 비누 (혹은 알코올에 기반한 손
세정제)
• 일회용 타월 (혹은 자동 손 건조기)

소독된 바늘 (Sterile needles)
1.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소독된
일회용 바늘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
2. 모든 바늘은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AS4031-1992 를 준수한 침
폐기통에 버려야 한다.

3. 온수가 나오는 별도의 장비 세척용
싱크대가 있어야 한다.
4. 다음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 일회용 장갑
• 깨끗한 가운 (혹은 앞치마)
• 깨끗한 리넨 제품
미용사는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

1. 보 호 장 구 를 착 용 해 야 한 다 .

(Beware of what you share)

• 장갑은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시술이 끝나면 즉시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한다.
• 청결한 가운이나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독된 도구/ 장비 (Sterile
instruments/equipment)
사람의 피부 침투에 이용된 모든
재사용 가능 도구/장비(예: 큐티클 커터,
드릴에 끼우는 날, 미세박피술 헤드,
면도날 스크래퍼)를 소독해야 합니다.

B 형 간염 및 C 형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도구/장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경우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바늘은 소독하기가 어려운데, 이
때문에 바늘을 단 한 번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즉시 적절한 침 폐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미용사들은 B 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