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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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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콘테스트 시간은 40분으로 한다.

  2) 신분증 필히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은 필히 학생증을 지참할 것)

  3) 주제에 맞는 속눈썹과 스타일을 시안한 대로 완성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

  4) 사용하는 가속눈썹과 글루는 대한민국정부에서 인증한 'KC' 또는 ‘KPS' 인증마크가 있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비인증 제품 사용 시 시술불가 또는 감점한다)

  5) 가속눈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하며 반드시 대회에서 규정한 가속눈썹(UN14형)에 연장-증모술로 

     시술하여 작품을 만든다.

  6) 마네킹 사용 시 반드시 규정된 마네킹(눈감은 민두)을 준비하고 시합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또는 증모부문에서 사용한 마네킹으로 참가할 시에도 재확인을 받는다.

     (고무마네킹뿐 아니라 기타 재료도 가능하나-목각, 철, 유리, 종이, 플라스틱-반드시 두상으로 하며 눈 

      부분이 구분되고 속눈썹 시술부분이 특히 강조 되어야한다)

  7) 작품 제목에 맞는 설명 시안은 반드시 지참한다.

     (하드 보드지 4절지 - 내용 : 일러스트 및 간단한 작품 설명)

  8)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

  9) 장식은 반드시 속눈썹 연장 또는 증모 시술로부터 작품이 시작되어야 하며, 주제에 맞는 장식 및 메이크업 

     등으로 표현한다.

2. 경기자 유의사항

  1) 대회에 제출한 마네킹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대회 종료 후 주관단체서 공개, 전시할 수 

     있다.

  2) 대회에 제출한 마네킹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차후 “국제 속눈썹 작품집”책자 발간 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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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자 지참 공구 목록 직종명 속눈썹 창작 디자인 아트

련

번 호
지참 공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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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m 5가지 사이즈 5 KC인증 제품

5 가 속눈썹 UN 14 쌍 1 KC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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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장 1

14 번호표 반드시 지참 장 1

15
사람 얼굴이 나타난 마네킹 

또는 작품 재료
마네킹은 눈감은 민두 개 1

16

기타 필요한 도구 및 재료 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