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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식지 - 속눈썹 및 눈썹 틴팅

이·미용 위원회는 법률 Title 21 Chapter I Subchapter A Part 73 Subpart C § 73.2550 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질산은이 함유된 속눈썹 및 눈썹 틴팅 제품을 허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현재 질산은 함유 제품 중 속눈썹 및 눈썹 서비스용 제품만이 FDA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FDA 의 규정에 따른 속눈썹 및 눈썹 틴팅 제품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법 및 제한 사항. 착색제용 질산은은 눈썹과 속눈썹에 색상을 입히기 위해 외용으로만 도포하는 전문가 

전용 화장품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화장품의 질산은 함량(중량 기준)이 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화장품 제형의 점도는 상온, 상압에서 120 파스칼-초(Pa⋅s) 이상이고, 180 Pa⋅s 이하여야 한다.

(3) 질산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16 세 미만을 대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질산은 함유 화장품은 1 분 이하로 도포해야 하며, 즉시 제거해야 한다.

(5) 질산은 함유 화장품은 전문가가 도포한다.

(6) 질산은 함유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착색제용 질산은이 함유된 화장품의 라벨에는 법률상 요구되는 기타 정보와 함께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산은 함유 제품. 질산은 접촉 시 피부에 영구적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질산은은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사용법에 따라 도포하여 눈썹과 속눈썹을 염색할 때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16 세 

미만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눈썹과 속눈썹에 1 분 이하로 도포한 후 즉시 제거합니다. 제품이 

눈에 닿은 경우 즉시 눈을 씻으십시오.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소비자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미용 위원회는 제품이나 제조사를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제조사에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FDA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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