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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식지 – 파이브로블라스트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플라즈마 스킨 타이트닝 기기는 늘어진 피부 , 점, 쥐젖, 튼살 및 흑점 등의 

피부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해당 기기는 전기 아크를 사용하여 부기 및 /또는 미세한 

딱지가 있는 갈색 흔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상태의 치료는 이 ·미용 위원회 면허 

소지자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미용법(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이하 ‘법령’)은 미용업의 영업 범위 및 피부 관리의 

전문 분야를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직업법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7316 (b) 및 (c)). 미용 전문가 (cosmetologist) 또는 피부 미용사 (esthetician) 면허 소지자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영업의 범위를 면허가 발급된 영역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직업법 , 섹션 7317). 

장비 또는 기기로 인해 다음 중 한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 해당 영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입니다 . 

• 출혈 

• 멍 

• 부종 

• 염증 

• 분비물 

• 피부 벗겨짐 

• 딱지 

• 표피 아래 피부 제거 

• 피어싱 

• 피부의 열감 또는 화상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직업법 (BPC) 섹션 2052 및 7320 에서 발췌된 하단의 법률을 검토하십시오 . 

법률 발췌문 

BPC § 2052 

제 3 조. 요구되는 면허 및 면제 [2050 - 2079] 

(Stats. 1980, Ch. 1313, Sec. 2 에 따라 제 3 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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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a) 섹션 146 에도 불구하고 , 주에서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는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이나 방식을 영업하거나 , 영업을 시도하거나 , 영업을 광고하거나 주장하는 사람 

또는 질환 , 결점, 기형부, 질병, 외관상 상처 , 장애,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 정신적 상태를 

진단, 치료, 수술 또는 처방하는 사람으로 이를 시행하는 시점에 본 장에 규정된 

유효하거나, 취소되지 않았거나 , 정지되지 않은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획득한 면허증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엔 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 형법 섹션 1170 의 (h) 항에 따라 구속되거나 , 

1 년 이하로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거나 , 벌금 및 구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적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 

(b) (a) 항에 설명된 행위를 공모하거나 , 타인이 해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사람도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당 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본 섹션에 제공된 구제 수단은 법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구제 수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Stats. 2011, Ch. 15, Sec. 11 에 따라 개정 , (AB 109) 발효일 2011 년 4 월 4 일. Sec. 636 

of Ch. 15 에 따라 2011 년 10 월 1 일 시행 , Stats. 2011, Ch. 39, Sec. 68.에 따라 개정 ) 

BPC § 7320 

본 장에서는 투약 또는 수술 권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 

(Stats. 1990, Ch. 1672, Sec. 3.에 따라 폐지 및 추가 . Sec. 10 of Ch. 1672 에 따라 1992 년 7 월 

1 일 시행 ) 

위원회는 피부 관리 장비 또는 기기의 판매를 승인하거나 규제하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장비 또는 

기기의 제조 및 /또는 판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습니다 . 각자 업무 범위 내에서 구입한 장비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면허 소지자의 책임입니다 . 

보다 자세한 법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 개인적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 

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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