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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 피부 박리술 
 
2022 년 1 월 1 일부터 피부 박리술이 피부미용사 및 미용사의 시술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증 소지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용 위원회(위원회)에서 특정 교육 기관이나 학교를 추천할 수 없지만, 명성이 높은 회사나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며 면허증 소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모범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면허증 소지자들이 각자의 책임 보험 담당자와 이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여 보상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카운티 및/또는 주 자원(예: 산업 안전 보건 부서, Cal/OSHA 로 더 잘 알려져 있음)에서 혈액 및 

체액 매개 감염 교육을 추가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피부 박리술(피부 박피술이라고도 함)은 미세한 털(솜털)을 제거하고 피부를 박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날카로운 도구(일반적으로 끝이 둥근 일회용 수술용 칼)를 사용하여 표피를 벗겨내는 수술입니다. 
 
모범 관행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손을 씻고, 피부 박리술을 진행하는 동안은 가급적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피부 박리술 예약이 있을 때 왁싱, 스레딩, 슈가링 또는 기타 제모 서비스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기타 

제모 서비스는 피부 박리술 서비스 1~2 주 전에 시행하십시오. 

• 서비스 3~5 일 전에는 각질 제거(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국소 

처방 각질 제거제의 사용은 7~14 일 동안 중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처방한 의사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 서비스 도중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그 외 방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 소비자의 피부에 열린 여드름 상처, 찰과상, 일광화상 또는 기타 자극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만일 

있다면, 서비스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 일회용 날은 일반폐기물 용기가 아닌 샤프 컨테이너에 버리십시오. 샤프 컨테이너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의료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으로 문의하십시오.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면허증 소지자들은 위원회의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의 경우, 위원회는 면허증 소지자들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16 편 9 부 979, 981, 990 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 주지사 개빈 뉴섬    

소비자보호국 ● 이·미용 위원회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전화번호: (800) 952-5210   이메일: barbercosmo@dca.ca.gov   

웹사이트: www.barbercosmo.ca.gov  

mailto:barbercosmo@dca.ca.gov
http://www.barbercosmo.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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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Translation  
 


Translation of Industry Bulletin Dermaplaning - KU and Legal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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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 is attached 
to this certificate. 
 
December 23, 2021 
 
 
              ________________________ 
                        Lucía Bodas,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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