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피 충전재를 수반하는
시술을 받기 전의 고려사항
진피 충전재와 같은 성형 주사를 이용하는
비수술적 피부 개선이 호주에서 점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진피 충전재는 얼굴 주름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하에 주사 되는 재료이며, 뺨과 입술에
볼륨감을 더해줌으로써 얼굴 윤곽을 개선하고
흉터를 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술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 때문에 관련된 위험과 위조품의 존재 그리고
상담 중 고객이 나누어야 하는 대화를 상기시킬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
•
•
•
•

진피 충전재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하는 제품입니다.
진피 충전재를 주사하는 것은 의료 시술이며 의사와
같이 인가된 처방자의 감독 하에서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성형 주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상표 또는 물질은
대중을 상대로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
중에 상표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오직 TGA 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단지 제품과 관련해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형 시술을 수행하는 사람이 적절한 자격, 지식
또는 경험 면에서 부족한 경우,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성형
주사와
관련된
위험성을
알고
있나요?

상담 중 해야 하는 질문
시술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 교육을 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자와 상담
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 1: 누가 내 시술을 수행하나요?
시술을 수행하는 사람이 처방자 또는
처방자의 감독을 받는 간호사라는 점을
확실히 하십시오. 호주 보건 종사자 규제기관
(AHPRA)에 의해 유지되는 전국 등록부에는
호주 의료 및 간호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등재되어 있으며 AHPRA 웹사이트
(www.ahpra.gov.au)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얼굴 부위에
충전재를 주사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이름을 파악하면, TGA 웹사이트에
있는 호주 의약품 등록부 (ARTG) 를 검색하여
귀하의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이 본 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자는 사용되는 제품이 승인된 제품인지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4: 이 시술과 관련된 위험은
무엇이며 어떤 수준의 사후 케어를
제공하나요?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처방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관련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술 후 여러분이 부작용을 겪는
경우 지원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질문 2: 이러한 유형의 시술에 대해
얼마나 경험이 있나요?
성형 주사 투여자는 필수 교육과 경험뿐만
아니라, 안면 해부학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얼굴 부위에 충전재를 주사하면, 시력
상실이나 심지어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 제품이 TGA 의 승인을 받았나요?

주의 사항
해외에서 수입된 진피 충전재 위조품이
존재하는데 이를 피해야 합니다. 위조품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조품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호주에 등록된 의료
전문인이 처방한 제품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대 광고 및 할인 시술을 조심하십시오.
클리닉/의사를 검색할 때 ‘비슷한 것들을’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의약품 광고를 관할하는 법률 및 규정 때문에,
상표 이름 및 물질과 같은 제품 정보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이 질문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후 부작용을 겪는 경우에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진피 충전재 또는 위조가 의심되는 제품의 결과로 겪는 부작용을 신고하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거나 www.tga.gov.au/reporting-problems 를 방문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 기관에 1800 020 653 번으로 전화하거나

info@tga.gov.au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