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구 문신이란?
안구 문신은 눈의 흰자위 (공막이라고 함)에 실시하는 영구적 
채색입니다. 안구 문신은 바늘로 잉크를 눈의 상단 층 아래 
여러 위치에서 공막에 주입하여 수행되며, 그 곳에서 잉크가 
천천히 퍼지면서 공막을 덮게 됩니다. 영구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구 문신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호주 및 뉴질랜드 왕립 안과 전문의 칼리지 (RANZCO)는 
안구 문신을 고위험 시술로 간주하고 특정 눈 이상과 같이 
의학적 현상이 있을 때만 의사가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RANZZO는 미용 목적으로 안구 문신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시술"이라고 묘사합니다." 

안구 문신에는 잠재적 건강상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눈 자극을 포함한 경미한 위험에서 실명과 같은 심각한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장기적인 위험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팩트 시트
• 뷰티, 바디 아트 및 피부 침투 관리 산업
• 바디 아트 및 문신 비즈니스

기타
• The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Ophthalm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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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다음 자료들을 통해서도 피부 침투 관리 비즈니스들과 전문인들이 Public Health Act 2010 (공중 보건법 2010) 및 Public 
Health Regulation 2022 (공중 보건 규정 2022)의 요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SW Health 웹 사이트의 피부 침투 
관리 자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안구 문신은 의료 전문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 왕립 안과 전문의 
칼리지는 안구 문신 반대를 권고합니다. 

현재 알려진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눈의 천공 (공막의 두께는 1mm 

미만임)
• 환자를 실명시키는 망막 박리
• 안구내염 (눈 안의 감염으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교감성 안염 (양쪽 눈에 영향을 미치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염증 반응)
• 멸균되지 않은 장비를 통한 혈액 매개 바이러스의 전염.
• 주사 부위의 출혈 및 감염
• 공막의 실제 색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의학적 질환 진단의 

지연 (예: 황달은 종종 많은 질병의 첫 번째 증상)
• 빛에 민감
• 잉크에 대한 부작용
• 잉크 이동으로 인한 주변 조직의 착색.

피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안구에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신을 제거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합니다.

NSW에서 안구 문신과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가요?
위험 때문에 안구 문신은 의료 전문인 또는 기타 규정된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 한 Public Health Act 2010 (공중  
보건법 2010)에 따라 금지됩니다. 불법적으로 안구 문신을 
하는 사람은 최대 $11,000의 벌금 및/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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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Health 피부 침투 감염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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