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보 안내지 4

가정 방문 서비스 
가정 방문 서비스는 인가된 시설이나 승인된 교육 시설이 아닌 고객의 집에서 보수를 받고 수행되는 이·미용(피부 
관리, 손톱 관리 포함) 서비스입니다.

사업 및 전문업법 7318절에 따라 인가된 시설의 목적에 맞게 면허를 취득한 면허 소지자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 
면허 소지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인가된 시설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0월 1일부터 면허 소지자가 개인 서비스 허가증(PSP)을 취득한 경우 일부 
가정 방문 서비스를 모든 개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PSP를 취득한 면허 소지자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인가 시설 외부에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SP를 취득한 면허 소지자가 인가 시설 외부에서 수행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발사: 
• 샴푸 서비스.
• 모발 커트, 스타일링, 드레싱, 모발 손질, 컬링 및 웨이브 처리. 모발 신징, 매직 스트레이트, 화학적 웨이브 

처리는 승인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헤어 토닉 도포.
•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파우더, 클레이, 소독제 및 오일 도포. 
• 수염 다듬기.

미용 전문가(Cosmetologist):
• 샴푸 서비스.
• 모발 커트, 스타일링, 드레싱, 모발 손질, 컬링 및 웨이브 처리. 모발 신징, 매직 스트레이트, 화학적 웨이브 

처리는 승인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헤어 토닉 도포.
•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파우더, 클레이, 소독제 및 오일 도포. 
• 세정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손으로 얼굴과 목에 클렌징, 마사지, 자극을 주는 행위. 

화학적 박피 또는 도구,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한 박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족집게로 인체의 털 제거.
• 메이크업 또는 접착식 속눈썹 붙이기.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손톱 샌딩 및 다듬기. 
• 매니큐어 바르고 제거하기.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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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서비스

피부 미용사(esthetician):
• 세정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손으로 얼굴과 목에 클렌징, 마사지, 자극을 주는 행위. 화학적 

박피 또는 도구,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한 박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메이크업 또는 접착식 속눈썹 붙이기.
• 족집게로 인체의 털 제거. 

매니큐어 시술사: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손톱 다듬기 및 샌딩. 
• 매니큐어 바르고 제거하기.

Q 장애로 인해 가정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인가 시설에 연락하여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가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적절한 면허 소지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복용 중인 약, 장애 여부, 필요할 수 있는 참고 사항 등을 
직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요청하려는 서비스가 위 목록에 있을 경우 개인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면허 
소지자에게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요양원 거주 환자도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요양원 거주 환자도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경우 위의 답변에 제공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요청하려는 서비스가 위 목록에 있을 경우 개인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면허 소지자에게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Q 면허 소지자가 결혼식을 위한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면허 소지자가 개인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가정에서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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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Translation  
 


Translation of In-home services factsheet from English into Korean 
 


CIT, a professional language service provider, has no relation to the client and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by an experienced, qualified and 
competent professional translator, fluent in the above-mentioned language and pair. Further, in 
CIT’s best judgment, the translated text truly reflects the content, meaning, and style of the 
original text and constitutes in every respect a complete and accurat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This is to certify the correctness of the translation only. CIT does not guarantee that the original 
is a genuine document or that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e original document are true.  
 
Further, CIT assumes no liability for the way in which the translation is used by the customer or 
any third party, including end-users of the translation.  
 
A copy of the original source English file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s is attached 
to this certificate. 
 


August 1, 2022 


 


 


              ________________________ 


                        Stefanía Griggio,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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