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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간 40분 비번호 심사위원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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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사항

※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반드시 모델1인을 동반 한다.

 2) 시간은 50분으로 한다.

 3) 신분증 필히 지참한다.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4) 번호표 미지참 시 참가 할 수 없다.

 5) (고등학생 이하)는 마네킹에 시술할 수 있고, 일반부(대학생 포함)는 양쪽 눈썹에 시술 한다. 

 6) 참가자의 속눈썹과 글루는 대한민국정부에서 안전 인증한 ‘KC'또는 ‘KPS' 인증 마크가있는 확실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비인증제품 사용시 감점 또는 시술을 불허한다.)

 7) 굵기는 0.15mm로 규정한다.

 8) 선수복장은 대회 입장 시부터 종료 때까지 흰색 위생 가운(주최측 선수복 지급시 선수복으로 대체)과 흰색 

    마스크, 헤어캡을 반드시 착용한다.

 9) 모델이 테이블위에 눕기 전에 바닥에 깨끗한 타월을 깔아놓고 그 위에 모델이 누우면 다시 깨끗한 타월로 

    덮어주고 안정시킨 후, 시작과 동시에 실전과 같은 방법으로 순서와 절차에 따라 3~4가지이상의 사이즈를  

    이용해  양쪽모두 시술한다.

2. 경기자 유의사항

 1) 심사규정에 따라 속눈썹연장술로 양쪽 모두 연장 시술한다. 

 2)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장술은 최소 한쪽에 50가닥 이상 시술한다.

 4) 모델의 이마나 시술자의 손등을 이용하여 시술 할 수 없다.

 5) 한쪽에3~4가지 이상의 길이를 사용해50개 이상붙이지 못하면 감점요소이며, 시간 내 완성하지 못하면 

    감점한다.

 6) 부착된 속눈썹과 모델과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한다.

 7) 시술 후 주위 정리정돈이 잘 이루어졌는지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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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자 지참공구 목록 직종명 속눈썹 연장

련

번 호
지참공구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위생가운 흰색 개 1

2 마스크 흰색 개 1

3 헤어캡 개 1

4 연장 속눈썹 8, 9, 10, 11, 12 5가지 사이즈 5 KC인증 제품

5 가 속눈썹 UN 14 개 1 KC인증 제품, 학생부

6 글루 개 1 KC인증 제품

7 글루판 개 1

8 핀셋 개 2

9 가위 개 1

10 스킨 테이프 개 1

11 송풍기 개 1

12 눈썹빗 & 브러쉬 개 1

13 신분증 장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14 번호표 장 1 반드시 지참

15 마네킹 눈감은 민두 개 1 학생부

16

기타 필요한 도구 및 재료 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