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및 이발
보건상 어떤 위험이 있나?
시술자 및 고객이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B 형 간염, C 형 간염, 또는 세균, 진균 등의 미생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비 또는 표면에 피나 체액이 묻지 않았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
•

물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온수에 양손을 20 초 이상 씻은 후, 일회용 종이 수건으로 닦으십시오. 손씻기 포스터를
참고하십시오.
일회용 목덮개 또는 새로 세탁한 수건을 고객의 목에 두르십시오.

서비스가 끝난 후에:
•
•

•
•

•
•
•
•
•
•
•

물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온수에 양손을 20 초 이상 씻은 후, 일회용 종이 수건으로 닦으십시오. 손씻기 포스터를
참고하십시오.
헤어 클리퍼 및 트리머에 묻은 머리털, 기름, 화학품 등을 제거하십시오. 그런 다음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의 중간
수준 소독제로 소독하십시오. 헤어 클리퍼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라벨에 마이코박테리아 또는 결핵균을 살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입니다. 라벨에 표시된 용법을 준수하십시오.
빗을 세척*한 후, 적정 시간 동안 낮은 수준 소독제에 담가 소독하십시오. 빗을 보관할 때 소독액에 담가 놓지 마십시오.
제조자가 표시한 용법을 준수하십시오.
각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끝날 때마다 일회용 면도날을 폐기하십시오.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승인된 수집
용기에 면도날을 폐기하십시오. 수집 용기가 넘치도록 담거나, 수집 용기를 비우거나, 수집 용기에 담긴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면도날을 폐기할 때 도시폐기물에 넣지 마십시오.
재사용이 가능한 곧은날 면도기 손잡이 및 보관함을 세척*한 후,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의 중간 수준 소독제로
소독하십시오. 각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끝날 때마다 기구를 소독제에 10 분간 담가 놓으십시오.
하이라이팅에 사용한 코바늘을 세척*한 후, 중간 수준 소독제로 소독하십시오. 코바늘을 소독제에 10 분간 담가
놓으십시오.
각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끝날 때마다 사용한 수건, 시트, 리넨 등을 세탁하여 청결한 서랍이나 뚜껑 있는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머리받침, 작업대 및 의자를 매일(최소 요건임) 세척*한 후, 표백제 1 찻술, 물 10 컵의 비율로 배합한 표백액 등의 낮은
수준 소독제로 소독하십시오. 소독제를 표면에 10 분간 묻혀 놓으십시오.
화학품의 적절한 사용과 소독제의 유효 접촉 시간(대부분의 소독제는 10 분 이상임)에 관해서는 제조자가 표시한 용법을
준수하십시오.
가위에 의해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 가위를 세척*한 후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 소독제로 소독하십시오. 그리고
사고를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발적인 혈액 노출에 대한 기록을 현장에는 1 년 이상, 문서철에는 5 년 이상 보관하십시오.

*상세한 세척 및 소독 절차는 ʹ일반 지침 및 운영 지침ʹ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자료 출처: The 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Best Practices for Personal Services Settings, Janua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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