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제 1회 서경대학교  

미용경진대회 규정

공통사항

참가선수의 복장
상의(흰색 무지T, 지정부위에 등번호를 붙일 것)

하의(단정한 복장, 별도의 색상 제한 없음)

제공되는 물품 작업 시술대(책상)-전기 사용불가

원랭스

◎준비→커트 시술→정리정돈

-가이드 라인은 네이프 포인트에서 10~11cm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준비물 : 커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용 

통가발 18인치 이상(덧가발 불가)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커트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파팅, 섹션, 커트자세 25

가위질 테크닉, 커트진행 속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스파니엘

◎준비→커트 시술→정리정돈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준에 준함

-가이드 라인은 네이프 포인트에서 10~11cm, 앞뒤의 수평상의 단차는 4~5cm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준비물 : 커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용 

통가발 18인치 이상(덧가발 불가)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커트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파팅, 섹션, 커트자세 25

가위질 테크닉, 커트진행 속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이사도라

◎준비→커트 시술→정리정돈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준에 준함

-가이드 라인은 네이프 포인트에서 10~11cm, 앞뒤의 수평상의 단차는 4~5cm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준비물 : 커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용 

통가발 18인치 이상(덧가발 불가)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커트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파팅, 섹션, 커트자세 25

가위질 테크닉, 커트진행 속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그래쥬에이션

◎준비→커트 시술→정리정돈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준에 준함

-로우 그래쥬에이션 커트로 하며 가이드 라인은 네이프 포인트에서 10~11cm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준비물 : 커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용 

통가발 18인치 이상(덧가발 불가)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커트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파팅, 섹션, 커트자세 25

가위질 테크닉, 커트진행 속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레이어

◎준비→커트 시술→정리정돈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준에 준함

-유니폼 레이어 커트로 하며 가이드 라인은 네이프 포인트에서 12~14cm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준비물 : 커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용 

통가발 18인치 이상(덧가발 불가)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커트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파팅, 섹션, 커트자세 25

가위질 테크닉, 커트진행 속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창작커트

◎준비→커트 시술→정리정돈

-머리길이 제한 없음(작품에 맞게 설정)

-주제 없음(개인별로 트렌드, 작품성 있게 주제 정함)

-기본 디자인부터 응용 디자인까지 모든 스타일 연출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가능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사용불가

-컬러, 의상 금지

-준비물 : 커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용 

통가발 18인치 이상(덧가발 불가)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창작커트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파팅, 섹션, 커트자세 25

가위질 테크닉, 커트진행 속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창

작성, 트렌드
3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기본형(9등분)

◎준비→펌 와인딩→정리정돈

-기본형 9등분 블로킹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준에 준함

-머리길이는 12cm~14cm로 커트가 완성된 상태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준비물 : 펌 와인딩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가 완성 된 통가발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펌 와인딩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슬라이스 각도, 텐션, 와인딩 자세 25

롯드의 배치, 와인딩 숙련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개인 소지품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혼합형(오블롱)

◎준비→펌 와인딩→정리정돈

-혼합형 블로킹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준에 준함

-머리길이는 12cm~14cm로 커트가 완성된 상태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준비물 : 펌 와인딩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어깨 없는 

커트가 완성 된 통가발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펌 와인딩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슬라이스 각도, 텐션, 와인딩 자세 25

롯드의 배치, 와인딩 숙련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개인 소지품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창작펌

◎준비→펌 와인딩→정리정돈

-블로킹, 머리길이 제한 없음(작품에 맞게 설정)

-롯드 사용 자유

-종합적인 와인딩 기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 표현

-블로킹을 타놓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올백스타일 상태로 대기

-악세사리나 헤어피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불가

-컬러, 의상 금지

-준비물 : 펌 와인딩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탁상 고정용 홀더, 커트가 완성 

된 통가발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펌 와인딩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도구의 소독과 위생적 보관상태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슬라이스 각도, 텐션, 와인딩 자세 25

롯드의 배치, 와인딩 숙련도 25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완성도 30

정리정돈
-뒷정리

-개인 소지품 보관 및 정리
10

40분 100



살롱업스타일

◎준비→업스타일 진행→정리정돈

-머리길이 제한 없음(작품에 맞게 설정)

-살롱에서 일반고객들에게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상업적인 업스타일 연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칼라(네온 칼라, 컬러스프레이, 반짝이 금지)

-헤어 악세사리 1개 자유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가능(단, 헤어피스 사용금지)

-의상, 메이크업 금지

-준비물 : 업스타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및 악세사리, 탁상 고정용 홀더, 

통가발(어깨 있는)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업스타일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장신구의 적합성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작품의 테마에 따른 예술성 20

작품 테크닉, 작품진행 숙련도 20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독창성 장신

구를 포함한 작품완성도
4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30분 100

브레이드업스타일

◎준비→업스타일 진행→정리정돈

-머리길이 제한 없음(작품에 맞게 설정)

-상업적인 헤어스타일로 업스타일이 아닌 다운된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땋거나 꼬운 형

태의 스타일 연출

-네온 칼라, 컬러스프레이, 반짝이 금지

-헤어 악세사리 1개 자유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가능(단, 헤어피스 사용금지)

-의상, 메이크업 금지

-준비물 : 업스타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및 악세사리, 탁상 고정용 홀더, 

통가발(어깨 있는)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업스타일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장신구의 적합성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작품의 테마에 따른 예술성 20

작품 테크닉, 작품진행 숙련도 20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독창성 장신

구를 포함한 작품완성도
4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30분 100



이브닝업스타일

◎준비→업스타일 진행→정리정돈

-머리길이 제한 없음(작품에 맞게 설정)

-핀 또는 롤러는 경기 시작 전에 금지

-모든 컬러 허용(단, 컬러스프레이, 반짝이 금지)

-헤어 악세사리 2개 자유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가능(단, 헤어피스 사용금지)

-의상, 메이크업 허용(자유)

-헤어스타일에 사용된 어떤 종류의 지지대도 사용가능하나 완성된 상태에서는 보여서

는 안됨

-준비물 : 업스타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제품 및 악세사리, 탁상 고정용 홀더, 

통가발(어깨 있는)

항목 채점기준 배점

준비사항 및 

위생

업스타일

준비물 상태

-필요한 도구 준비상태

-도구와 장신구의 적합성

-도구와 부속품들의 배열

5

태도/위생 복장, 머리 5

자세 및 테크닉

작품의 테마에 따른 예술성 20

작품 테크닉, 작품진행 숙련도 20

완성된 작품의 균형과 조화, 독창성 장신

구를 포함한 작품완성도
40

정리정돈
-뒷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10

30분 100

웨딩 메이크업

-준비물 : 메이크업에 필요한 도구 일체 / 모델 동반

-감점사항

 ①도구 및 재료 등을 경기 도중 외부 반입하는 경우

 ②참가 선수의 복장상태, 모델 및 사진 준비상태 미흡한 경우

 ③모델 사전 채점 항목(항목 위반 시 감점  5점)

   -모델은 기초화장 상태이어야 함

   -인조속눈썹 사전 부착 금지

   -얼굴에 큐빅, 스팽글, 비쥬 등 사용 금지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경우 별도의 악세사리, 장신구 사용 가능

-경기 당일 사전 준비 시 주제를 표현한 이미지맵 제시

-헤어와 의상의 준비는 자유이며 사전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 시작

 (헤어와 의상은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데콜테 이상만 심사)

항목 채점기준 소요시간 배점

준비 및 

위생

세팅
도구 및 재료들의 정돈, 배열 상태/모델의 페

이스 상태(베이스 이전 단계)
5분 10

준비 손과 도구 소독 및 위생상태

태도 복장(의류, 머리, 손톱, 액세서리 착용 여부)

창의성 주제 및 표현의 독창성과 예술성

40분

20

적합성 주제에 적합한 표현 20

기술성

-도구 사용과 메이크업 기술의 숙련도

-그라데이션 및 색채의 효과적 구성과 표현

-형태, 균형, 대칭 조화

30

완성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미지

-시간 내 미완성일 경우 감점
15

정리

-재료 및 주변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휴지통 정리

5분 5

50분



패션 메이크업

-준비물

 ①메이크업에 필요한 도구 일체 / 모델 동반

 ②필요한 모든 의류 및 소품 등은 출전자가 준비(경기 중 외부반입 불가)

-감점사항

 ①도구 및 재료 등을 경기 도중 외부 반입하는 경우

 ②참가 선수의 복장상태, 모델 및 사진 준비상태 미흡한 경우

 ③모델 사전 채점 항목(항목 위반 시 감점  5점)

   -모델은 기초화장 상태이어야 함

   -인조속눈썹 사전 부착 금지

-경기 당일 사전 준비 시 주제를 표현한 이미지맵 제시

-자유 주제로 페이셜 메이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의상, 악세사리, 헤어스타일까지 포함

한 전반적인 스타일링을 심사(헤어와 의상은 사전 준비 완료)

항목 채점기준 소요시간 배점

준비 및 

위생

세팅
도구 및 재료들의 정돈, 배열 상태/모델의 페

이스 상태(베이스 이전 단계)
5분 10

준비 손과 도구 소독 및 위생상태

태도 복장(의류, 머리, 손톱, 액세서리 착용 여부)

창의성
-주제 및 표현의 독창성과 예술성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자인 발상

40분

20

적합성
-주제에 적합한 표현

-적합한 소재의 선택과 활용
20

기술성

-도구 사용과 메이크업 기술의 숙련도

-그라데이션 및 색채의 효과적 구성과 표현

-형태, 균형, 대칭 조화

30

완성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미지

-의상, 헤어, 메이크업의 전체적 조화

-시간 내 미완성일 경우 감점

15

정리

-재료 및 주변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휴지통 정리

5분 5

50분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준비물 : 일러스트 용지를 제외한 일러스트에 필요한 도구 일체(경기 중 외부반입 불

가)

-감점사항

 ①도구 및 재료 등을 경기 도중 외부 반입하는 경우

 ②참가 선수의 복장상태, 모델 및 사진 준비상태 미흡한 경우

-자유 주제로 창의적으로 표현

-채색재료의 제한은 없으나 오브제 사용은 불가

-픽사티브 및 반짝이풀 사용가능

항목 채점기준 소요시간 배점

준비 및 

위생

세팅 도구 및 재료들의 정돈, 배열 상태

5분 10준비 손과 도구 소독 및 위생상태

태도 복장(의류, 머리, 손톱, 액세서리 착용 여부)

창의성
-주제 및 표현의 독창성과 예술성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자인 발상

90분

20

적합성 주제에 적합한 표현 20

기술성

-도구 사용과 메이크업 기술의 숙련도

-색채의 효과적 구성과 표현

-디자인 원리의 회화적이고 조형적인 표현

30

완성도 전체적인 조화 및 완성도 15

정리

-재료 및 주변정리

-제품의 보관 및 정리

-휴지통 정리

5분 5

100분



참가자 공통 유의사항

1.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출서류, 참여하는 종목의 준비물 지참

2.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경연에 임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연장의 입실 및 경연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여 주시고, 감

독위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완료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실이 불가하여 귀가조치 되오니 입실완료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장 입실 후에는 안내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하며, 본인여부 확인 시 참가

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불응할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 및 실격 처리합니다.)

 -경연 중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일체, 스톱워치 등 기타 경연진행에 방해되는 도구를 소지 할 

수 없으며 경연시작 전 일체의 소지품을 모두 가방에 넣어야합니다.

 -경연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기관은 암시하는 등

의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눈에 보이는 표식(예 : 문신, 헤나, 네일 컬러링 등)이 없어야 하며, 표식이 될 수 있

는 악세사리(예 : 반지, 시계, 팔찌, 발찌, 목걸이, 귀걸이 등)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문신, 헤나

는 살색의 의료용 테이프로 가릴 수 있음)

 -참가자는 머리카락 고정용품(머리핀, 머리띠, 머리망, 고무줄 등)을 착용할 경우 검은색만 허용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가위 등 각종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벗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가위 

등을 조심성 있게 다루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 종료 후 작업을 계속하거나 작품을 만지는 경우 미완성으로 처리되며 0점으로 처리합니

다.

 -경연 종료 후 모든 재료는 가지고 가며, 작업대 및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도록 합니

다.

3. 다음의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발각 즉시 퇴실조치 됩니다.

지참 공구명 규격 비고

마네킹 종목에 맞게 준비

덧가발 불가

모발의 손질 및 가공이 있을 경우 퇴실조치

모질은 인모로서 양질의 것으로 준비

홀더 탁상 고정용 홀더 스탠드 홀더는 불가함

 -마네킹을 사전에 미리 시술하여 시험에 임하는 경우

 -경연 중 소지할 수 없는 휴대전화, 스톱워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벨소리 또는 다른 소음으로 타 참가자들의 경연을 방해하는 경우

 -경연 진행 중 퇴실하는 경우

 -경연 종료 후 감독위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작품을 만지는 경우

 -기타 감독위원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경우

4. 경연이 시작되면 어떠한 사유라도 종류 시까지 퇴실은 금합니다. 중도 퇴실자는 경연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합니다.(화장실 등 일체의 사유 불허)

5. 경연 결시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6. 학부모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학부모님의 동행은 자제바랍니다.

7. 경연장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8. 중복지원

 -헤어 부문 중복 가능(커트, 펌, 업스타일/세부종목 중복 불가능)

  (ex. 커트 + 펌 = 가능 / 커트 + 커트 = 불가능)

 -메이크업 부문 중복 불가능

 -헤어 부문과 메이크업 부분 중복 불가능

 -고등부와 일반부 중복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