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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족탕기 안전성
2000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보건 당국은 소비자로부터 거대하게 발발한 피부 농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이 소비자는 페디큐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족탕기에 발을 담구었습니다. 농포는 제대로
청결하게 세척되지 않은 오염된 월풀 족탕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질문 피부 농포 (마이코박테리움 포르투이툼)는 무엇과 같이 보입니까?
대답 피부 농포는 일반적으로 거미에 물린 것처럼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크기가 증가하고 후에 고름이
나게 됩니다. 농포는 때때로 악화된 상처가 되고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질문 오염된 월풀 족탕기로 인한 피부 감염으로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대답 감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 살롱의 리셉션 지역에 배치된 현행 시설 허가증을 확인하십시오.
• 페디큐어를 받기 24 시간 전에 다리를 면도하거나 왁스를 하지 마십시오.
• 피부가 손상되었거나 다리에 병변이 있는 경우, 페디큐어를 하지 마십시오.
• 면역 시스템이 약한 경우 (당뇨병, 루푸스 등), 페디큐어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청결하고 소독된 도구만이 당신에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손톱 미용 전문가/미용사에게 족탕기가 얼마나 청결한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족탕기가 마지막으로 소독된 때를 알기 위해 족탕기 세척 일지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족탕기는 매 고객들이 사용한 후에 청결하게 세척되어야 합니다.

• 족탕기의 청결에 의심이 드는 경우, 살롱을 떠나십시오.
질문 살롱 월풀 족탕기로 말미암아 피부 감염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의사를 찾으십시오. 월풀 족탕기에 있던 다리에 무엇이 생겼는지 설명하십시오. 또한, 살롱을
방문함으로 생긴 모든 건강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용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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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 유형의 피부 감염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대답 이런 유형의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몇몇 경우, 치료 없이도 농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질문 피부 농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용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대답 2006 년 겨울, 미용국은 족탕기의 청결 절차를 갱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절차는 족탕기가 얼마나 청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롱 직원들에게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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