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 및 성형 서비스 제공업체는 호주 소비자 보호법 및 의료 
법률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미용실 및 미용 클리닉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여러분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þ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미용술이나 시술에 대해 
조사하십시오.

 þ  견적을 비교하여 경쟁업체들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조심하십시오 – 모조품 또는 무자격 시술자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þ  여러분이 구매를 취소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업체가 
환불 방침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þ  여러분이 제공받고 있는 정보를 비교하십시오 – 업체가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분을 현혹하거나 속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þ  주의 깊게 선택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정당하지 않은 
구매에 대해서는 환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www.fairtrading.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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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술 또는 성형 시술을 
고려하기 전에 소비자의 권리를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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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þ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에는, 평판이 좋은 판매자를 이용하고 
독립적 사이트에서 리뷰를 읽어서 사기 당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þ  온라인으로 선물용 카드 및 바우처를 구매할 때에는 법에 따라 
만료 기간이 3년 이상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þ  계약서 약관을 주의 깊게 읽고 숨겨진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취소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 대비하여 
선불 지급 또는 신용카드 세부사항 사전 제공을 조심하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인 시술 및 미용술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þ   건강 또는 감염 위험을 파악하려면 의료 종사자 또는 GP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þ  여러분이 고려하고 있는 시술이 오직 호주의 자격증을 받은 
의료 종사자가 인가된 건물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여러분의 지역 GP와 확인하십시오.

 þ  해당 전문인이 시술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간호사 또는 의사라고 주장하는  
경우, 호주 보건 종사자 규제기관(AHPRA) 웹사이트  
www.ahpra.gov.au를 통해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þ  호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운영자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못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용술 및 성형 시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NSW 
Health 웹사이트 www.health.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소비자 권리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본 기관의 
웹사이트 www.fairtrading.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전반적인 문의 전화: 13 32 20
언어 지원: 13 14 50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TTY 1300 723 404 (청각 장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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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십시오!
제품이나 서비스 문제를 겪는 경우, 첫 단계는 해당 상인 
또는 서비스 업체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http://www.ahpra.gov.au
http://www.health.nsw.gov.au
http://www.fairtrading.nsw.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