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동기 (1월 실시)

NA ILIST E X A MINAT ION 2023 W IN TER

네일리스트 기능 검정시험
시험요강

시험개요
시

험ㅤ일

※빨간색 글자 는 중요 사항, 또는 전 시험에서 변경된 사항이므 로 주의하 십시오.

2급

1월 21일(토)

3급

1월 22일(일)

※시험장소와 일시는 전 시험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수험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수

험 자 격

필

기시험면제

※신청서의 필기면제
기입란 에 해당 하 는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는 필기가
면제되지 않 습니다.

2 급 수험자 ⋯⋯3급 취득자만. ※신청서에 3급 합격인정번호(합격증서에 기재)를 반드시 기입하 십시오 .
3급 수험자 ⋯⋯ 수험 시에 의무교육 수료 자 라면 누 구 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두개급 이상의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각 급 모두 시험 당일, 실기시험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급

대상자

신청서 필기면제 기입란

2·3급

2022년 추기 검정시험（10월）에서 ‘필기만 합격’한 분

2022년 추기 검정시험（10월）의 수험번호를 기입

※모든 급에서 수험표 및 필기도구 미지참, 사진 미첨부는 감점 대상이 됩니다.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을 부착할 것. 스냅 사진, 복사본, 보정한 사진 등은 감점 대상이 됩니다.

접수 는 하지 않으 므 로 사전 심사 개시 전까지 지정 수험번호의 자 리에 모델과 함께 착석하고 ,
먼저 테이블세팅을 끝내주 십시오. 출결 확 인은 사전 심사와 함께 실시합니다.
※모델은 실기심사 종료 후에 돌 아가 십시오.

시간표

2급

3급
오전

오전ㅤ 9：10ㅤㅤㅤㅤㅤ개장
ㅤㅤㅤ 9：45－ 9：55ㅤ출결 확인 및 사전심사(10분)
ㅤㅤㅤ 9：55－10：30ㅤ실기시험·전반(35분)
ㅤㅤ 10：31－11：26ㅤ실기시험·후반(55분)

9：30
개장
10：05－10：15ㅤ출결 확인 및 사전심사(10분)
10：15－11：25ㅤ실기시험(70분)
11：25－11：55ㅤ실기심사(30분)
11：55－12：10ㅤ필기시험 준비(도구 정리 시간 포함) (15분)
12：10－12：40ㅤ필기시험(30분)
12：40
종료

11：26－12：15ㅤ실기심사(49분)
ㅤㅤ 12：15－12：30ㅤ필기시험준비(도구정리시간포함)(15분)
ㅤㅤ 12：30－13：05 필기시험(35분)
ㅤㅤ 13：05 ㅤㅤㅤㅤ 종료

오후 13：00
개장
13：35－13：45ㅤ출결 확인 및 사전심사(10분)
13：45－14：55ㅤ실기시험(70분)
14：55－15：25ㅤ실기심사(30분)
15：25－15：40ㅤ필기시험 준비(도구 정리 시간 포함) (15분)
15：40－16：10ㅤ필기시험(30분)
16：10
종료

오후ㅤ13：25ㅤㅤㅤㅤㅤ개장
ㅤㅤㅤ14：00－14：10ㅤ출결 확인 및 사전심사 (10분)
ㅤㅤㅤ14：10－14：45ㅤ실기시험·전반(35분)
ㅤㅤㅤ14：46－15：41ㅤ실기시험·후반(55분)
ㅤㅤㅤ15：41－16：30ㅤ실기심사(49분)
ㅤㅤㅤ16：30－16：45ㅤ필기시험준비(도구정리시간포함)(15분)
ㅤㅤㅤ16：45－17：20ㅤ 필기시험(35분)
ㅤㅤㅤ17：20ㅤㅤㅤㅤ 종료

※위 시간표는 본보 기입니다. 정식 시간표는 수험표(1월10일(화)까지 발 송)로 공지합니다.
ㅤ또한 2 급과 3급은 두 시간대(오전부/오후 부)로 나 누 어 지는데, 수험자의 희망 및 변경은 불가 능하므 로 양 해해 주 십시오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시험장소의 수용 인원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규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이번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 2, 3급 신청자는 2023년 춘기 네일리스트 기능 검정시험(4월 실시)의 수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기에 지정된 검정 기간 외에는 수험 자격 부여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추첨 유무와 관련하여 12월 중순경에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① Web 신청

2022년 11월 1일(화)~11월 30일(수)까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ail-kentei.or.jp)를 확인하십시오.
※신청의 최종확인은 수험료를 지불한 후 가능합니다.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로 됩니다.
※수험료의 지불은 신용카드 결제나 편의점 결제(등록완료 후, 3일 이내의 지불) 중 하나입니다.
※단체신청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단체신청은 한 법인이 10명 이상 신청할 경우 접수 가능)
②우편입금용지에 따른 신청

2022년 11월 1일(화)~11월 30일(수) <마감일 소인 유효>

수험료

시험장소

2급
3급

9,800엔
6,800엔

※소비세 포함
※신청기간 후 취소, 수험 등급 및 장소 등의 변경은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수험료는 시험 시행 중지 이외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ㅤ시험 시행이 연기된 경우의 응시료는 대체 시험에 충당되며 환불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면제 수험자에 대한 할인 및 환불은 없습니다.
※입금수수료는 수험자 부담입니다.
※복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급・3급＞

삿포로·센다이·도쿄·나고야·니가타·가나자와·오사카·히로시마·다카마쓰·후쿠오카·오키나와
※3급은 상기 11개 도시 외, 전국 각지에서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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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리스트 베이식 마스터

3급

시험일

2023년 1월 22일(일)

삿포로·센다이·도쿄·나고야·
시험장소 니가타·가나자와·오사카·히로시마·
다카마쓰·후쿠오카·오키나와 전국각지

네일케어, 네일아트에 관한 기본 적인 기능 및 지식.
실기시험은 5 0 점 만점 중 38점 이상, 필기시험은 10 0 점 만점 중 8 0 점 이상 이 합격입니다.

시험내용
실기시험

사전심사(10분) 테이블세팅&소독관리, 모델의 손톱 상태
실기시험(70분) 네일케어, 컬러링, 네일아트

필기시험

필기시험(30분) 출제형식: 선택 문제·답안지 작성
출제내용: 위생과 소독 / 손톱의 구조(피부과학) / 손톱의 질병과 문제(손톱의 생리해부학) / 네일케어의 순서 등 /
출제언어: 일본어·중국어·한국어·영어

홈페이지에서
‘실기채점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규정과 주의사항
모델의 손톱에 대하여
규ㅤㅤ정

●모델의 손 톱 및 손 톱 주변의 피부에 질환 이 인정되는 경우 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델의 손 톱 은 자 연손 톱 을 기본으 로 하지만, 연장(버추얼 포함)과 복 원(글루 사 용 포함)한 손 톱 은 총 두 개까지 가 능.
(단, 어디까지나 자 연손 톱의 색과 모양 에 맞 출 것) 해당할 경우 사전심사 시 보고할 것.
●실기시험 1주일 전부터 파일 및 큐티클 제거 등의 손질을 하지 않을 것.
●컬러폴리시는 진빨강(펄, 메탈 릭, 아트는 금지). 시험 전날까지 양 손에 발 라 둘 것.

주의사항

●모델은 15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남녀불문)
●시험장소 내외에서는 시험 개시까지 모델의 손 톱 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전·오후의 동일 모델은 금지.

모델의 손톱 상태
테이블세팅&소독관리

사전심사
︵ㅤ분）

10

테이블세팅&소독관리,모델의 손톱 상태
<테이블세팅&소독관리>⋯ P.3 참조

① 도구 및 재료의 세팅과 품명 라벨의 표시에 대하 여
② 위생면의 배려(위생적으 로 처리된 도구와 재료를 사 용할 것)
③ 소독용기의 상태(반드시 넣어야 할 도구(우드스틱, 핀셋, 큐티클니퍼, 큐티클푸셔)를 모두 넣어둘 것) P.3참조

<모델의 손톱>

④ 모델의 손 톱 이 규정을 따르 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손가락 소독부터 시작하여 폴리시 지우기, 파일링, 브러시 다운, 큐티클 제거까지 실시.

양손 10개

네일케어
컬러링

양손 10개

실기︵ㅤ분）

70

① 손가락 소독 은 손끝, 손가락 사 이까지 꼼꼼히 찰식청식(擦式淸拭 )※한다.
※찰식청식(擦式淸拭) 소독이란⋯
② 폴리시 지우기는 사 이드라 인 깨끗 이 지운다.
소독용 에탄올 등의 소독제를 솜 또는 거즈에
③ 컷 스타일은 라 운드.
충분히 묻혀 손가락의 모든 표면과 손가락 사이,
④ 프리엣지는 길어도 약 5 m m까지로 한다.(10개의 밸런스를 맞 출 것)
손톱끝까지 더러움을 제거하면서 소독제를
⑤ 자 연손 톱의 파일링은 에머리보 드를 사 용할 것.
스며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손에 직접
⑥ 마 무리용 버퍼 사 용 가 능.
뿌리지(스프레이)는 말 것. 단, 떨어진 물건을
⑦ 큐티클의 푸시백· 푸시업을 적절하게 할 것.
소독하는 경우 등 청식(淸拭) 소독을 할 수 없는
⑧ 큐티클 니퍼를 반드시 10개의 손 톱에 사 용할 것.
경우, 시험장이라는 제한된 현장에서 하는
※워터네일케어(핑거볼 을 반드시 사 용)를 할 것.
대책으로서 뿌려(스프레이)도 상관없습니다.
드라 이네일케어는 금지.
베이스코트, 컬러 폴리시, 탑코트까지 마무리한다.

① 릿지필러 사 용 가 능.
② 컬러 폴리시는 진빨강. (펄, 메탈 릭은 금지)
③ 컬러 폴리시는 두 번 바 른다.
④ 엣지에도 바 를 것.
⑤ 마 무리는 탑코 트까지로 한다. (표면에 광택이 날 것)

네일아트

오른손 중지

테마는 ‘플라워’ 플랫아트(일러스트). 컬러링의 빨강을 바탕으로 하고 탑코트까지 마무리한다.

① 컬러링의 빨강 에 어울 리는 플랫아트를 실시한다.
② 반드시 아 크릴물감 을 사 용하 여 붓으 로 그리기 사 용할 것.
③ 라메, 라 인스톤 등 사 용 가 능.
④ 도안 등의 참고 자료 반입 금지. (컨닝행위로 간 주)
⑤ 마 무리는 탑코트까지로 한다. (표면에 광택이 날 것)
아트 견본

3급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도구와 재료
※세팅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메탈푸셔를 제외한 큐티클 푸셔 ㅤ ·네일머신 ㅤ ㅤ ·가 죽제 버퍼 ㅤ ㅤ ·오일류
·기타 규정 외의 도구와 재료 ㅤ ㅤ ·아트용 스티커 ㅤ ㅤ ·도팅펜(마 블링 도구)

3급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2급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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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세팅의 규정과 주의사항
테이블세팅&소독관리(모든 급수 공통)

위생적으로 처리된 도구와 재료를 정리 정돈하여 배치할 것.
● 3급수의 『품명 라벨을 반드시 붙여야 할 품목』을 참조하여 품명 라벨을 붙일 것.
라벨은 보기 쉬운 위치에 붙일 것. 알파벳 표기 불가.
● 입장 후에는 착석하기 전에 지참한 에탄올을 종이타월에 분사하여 테이블과 의자, 모델의 의자를 소독한 다음에 착석할 것.
또, 퇴장할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 모델의 의자를 소독한 다음에 퇴장할 것.
(제균티슈를 사용해서 닦는 것도 가능)

테이블세팅의 규정
ㅤㅤ(3급)

※오른손잡이용 테이블세팅 예（수험생이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좌우에 있는 정리함을 교체해 주십시오.）

정리함 안에 모두 배치하되 배치 방법은 자유
물

온수(휴대용 용기)

I 손목받침대

K

J 종이타월

소독용기

L

H 타올

수험표

A

R
M

B

N

O

C

P
Q

E 거즈

S

F 타올

T

G

U

D

A
B
C
D
E
F
G

:
:
:
:
:
:
:

핑거볼
케어용 물
아트용 물
네일브러시
거즈
타올
정리함（거즈、타올、네일브러시）

K : 소독 용기
（알코올에 의해 변질되는 용기는 사 용금지)
…소독액을 큐티클니퍼의 날 끝 이 잠길 정도의
ㅤㅤ양 을 기준으 로 넣고 우드 스틱, 핀셋,큐티클니퍼,
ㅤ 메탈푸셔 등 을 담근다.
L : 파일 등⋯파일 꽂 이에 넣어둘 것
M : 폴리시 리무버
N : 탈지면⋯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할 것
O : 소독제⋯ 소독용 에탄올 또는 기타 소독액
P : 액체비누
Q : 큐티클 리무버 또는 큐티클 크림
R : 아트 용품(물감, 붓, 팔레트)
S : 폴리시 종류
T : 정리함(도구, 재료)
U : 쓰레기봉지

H : 타올
I : 손 목받침대
J : 종 이타 월

※온수, 물(세팅은 임의)

주의사항
・상기 A~U의 도구와 재료는 반드시 모두 세팅할 것.
・A, B, C, 온수, 보충용 물은 정리함에 넣지 않아도 됨.
・사용 금지된 도구와 재료를 세팅한 경우는 실격입니다.
·네일용품 및 미용용품을 사용할 것. ㅤ
·도구와 재료의 제조사 및 브랜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건이나 종이타월의 색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함 및 핑거볼, 기타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ㅤ금속제 등의 소독 가능한 것을 사용할 것.
ㅤ나무, 종이, 천 제품은 사용 불가
·바닥면이 그물코 모양의 정리함은 사용 불가
·전원 및 조명기구 사용 불가

품명 라벨을 반드시 붙여야 할 품목

3급

[소독용기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도구]
큐티클니퍼

우드스틱
핀셋

큐티클 푸셔

우드스틱, 핀셋, 큐티클 니퍼, 큐티클 푸셔
※위 4개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격 ㅤ
ㅤ처리됩니다.
※네일니퍼(니퍼류)를 지참한 경우에는
ㅤ소독용기에 넣어둘 것.

솜 또는 거즈 를 깔고 소독용 에탄올
등을 큐티클니퍼의 날 끝이 잠길 정도의
양을 넣는다. 날 보호용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위에 솜이나 거즈를 깔 것.

확대도

※품명 라벨은 내용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독용기 ·탈지면 ·소독제 ·폴리시 리무버 ·액체비누 ·큐티클 리무버 또는 큐티클 크림 ·베이스코트
㈜프리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명 라벨을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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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폴리시 ·탑코트

네일케어의 프로페셔널

2급

삿포로·센다이·도쿄·나고야·

시험일

2023년 1월 21일(토)

시험장소 니가타·가나자와·오사카·히로시마·
다카마쓰·후쿠오카·오키나와

살롱 워크에서 통 용되는 네일케어, 복 원, 팁&랩, 네일아트에 관한 기능 및 지식.
실기시험은 5 0 점 만점 중 38점 이상, 필기시험은 10 0 점 만점 중 8 0 점 이상 이 합격입니다.

시험내용

실기시험 대상부위로 지정된
손가락은 C패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본어 시험요
강의 p14를 참조하십시오.

실기시험

사전심사(10분) ㅤㅤㅤ테이블세팅&소독관리, 모델의 손톱 상태
실기시험 전반(35분)ㅤ 네일케어
실기시험 후반(55분)ㅤ 팁&랩, 컬러링, 네일아트

필기시험

필기시험 (35분) 출제형식: 객관식 문제·답안지 작성
출제내용: 네일의 역사 / 위생과 소독 / 손톱의 구조(피부과학) / 손톱의 질병과 문제(손톱의 생리해부학) /
네일케어의 순서 / 복원 종류 및 팁&랩의 순서 / 기타 실천적 시술 전반 / 프로페셔널리즘 등
출제언어: 일본어·중국어·한국어·영어

실기시험의 규정과 주의사항

홈페이지에서
‘실기채점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손톱에 대하여
규ㅤㅤ정

●모델의

손톱 및 손톱주변의 피부에 질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손톱은 자연손톱을 기본으로 하지만, 연장(버추얼 포함)과 복원(글루 사용 포함)한 손톱은 총 2개까지 가능.
ㅤ(단, 어디까지나 자연손톱의 색상과 모양에 맞출 것)해당할 경우 사전심사 시 보고할 것.
●실기시험 1주일 전부터 파일 및 큐티클 제거 등의 손질을 하지 않을 것.
●컬러 폴리시는 내추럴 스킨 컬러※ (지정색 이외의 펄, 메탈릭, 아트는 금지). 시험 전날까지 양손에 발라 둘 것.
●모델의

주의사항

●모델은

15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남녀불문)
안팎에서는 시험 개시까지 모델의 손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전·오후의 동일 모델은 금지.
●시험장소

모델의 손톱 상태
테이블세팅&소독관리

사전심사
︵ㅤ분）

10

테이블세팅&소독관리,모델의 손톱 상태
<테이블세팅 & 소독관리>⋯P.5 참조

① 도구 및 재료의 세팅과 품명 라벨의 표시에 대하여
② 위생상의 배려(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도구와 재료를 사용할 것)
③ 소독용기의 상태(반드시 넣어야 할 도구를 모두 넣어둘 것) P.5 참조

<모델의 손톱>

④ 모델의 손톱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하프팁의 프리퍼레이션 상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프리퍼레이션은 모두 자유)

네일케어

전ㅤ반 ㅤ분）

35

손가락 소독부터 시작. 폴리시 지우기, 파일, 브러시 다운, 큐티클 제거까지 실시.
양손
10개

① 손가락 소독은 손끝,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찰식청식( 擦式清拭 ) (P.2 참조)한다. ⑤ 큐티클의 푸시백·푸시업을 적절하게 할 것.
메탈푸셔, 큐티클니퍼를 반드시 10개의 손톱에 사용할 것.
② 컷 스타일은 라운드 .
③ 프리엣지는 길어도 약 5mm까지로 한다.
⑥ 마무리용 버퍼 사용 가능.
(10개의 밸런스를 맞출 것)
※워터네일케어(핑거볼을 반드시 사용)를 할 것.
드라이네일케어는 금지.
④ 자연손톱의 파일은 에머리보드를 반드시 사용할 것.

인터벌 중에는 모델의 손에 일절 손을 대지 않을 것.
주의: 후반에도 손가락 소독부터 시작. 팁&랩, 컬러링, 네일아트의 순서는 자유.

인터벌
1분

프리엣지 또는 네일플레이트 위에 팁을 부착하고 복원 테크닉(랩)으로 보강하는 팁 익스텐션.

팁&랩
컬러링

후ㅤ반︵ㅤ분）

55

왼손
검지

① 팁&랩은 샌딩부터 시작.
⑦ 랩 소재는 실크 또는 글래스 파이버.
② 팁 부착 시에는 자연손톱의 프리엣지를 짧게(약 1mm) 한다. ⑧ 랩은 손톱의 스트레스 포인트를 완전히 감싸도록 하여 엣지 끝까지 부착시킬 것.
③ 팁의 색상은 내추럴 색상만 사용한다.
⑨ 워셔블 파일, 버퍼 사용 가능.
⑩ 액티베이터(레진, 글루 등 경화 촉진제) 사용 가능.
④ 팁의 프리퍼레이션은 모두 자유.
⑤ 연장한 프리엣지(손톱 끝)의 길이는 약 5mm가 정도로 한다 . ⑪ C 커브는 약 10% 왼쪽의 일러스트를 참조 .
※팁&랩을 부착한 손톱의 길이는 다른 9개와 달라도 된다.
⑫ 마무리 버핑 후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을 것.
⑥ 스타일링은 라운드 .
⑬ 컬러링 금지.
※복원이 있는 경우 마무리에 영향이 없다면 반드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팁&랩 및 네일아트 손가락을 제외한 8개에 컬러링. 베이스코트, 컬러 폴리시, 탑코트까지 마무리한다.
팁&랩 및
아트 이외
8개

① 릿지필러 사용 가능.
② 컬러 폴리시는 내추럴 스킨 컬러. 손톱이 비치지 않을 것.
③ 컬러 폴리시는 두 번 바른다.

④ 엣지에도 바를것.
⑤ 마무리는 탑코트까지로 한다. (표면에 광택이 날 것)

"테마는‘토끼’플랫아트(일러스트).베이스 컬러는 내추럴 스킨 컬러 이외에 1색을 반드시 바르고 탑코트까지 마무리한다.

네일아트

①내추럴 스킨 컬러 이외에 잘 어울리는 플랫아트를 실시한다.

오른손
검지

②반드시 아크릴물감을 사용하여 붓으로 그리기 사용할 것.
③ 라메, 라인스톤 등 사용 가능.
④ 도안 등의 참고 자료 반입 금지. (컨닝 행위로 간주)
⑤ 마무리는 탑코트까지로 한다. (표면에 광택이 날 것)

2급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도구와 재료
※세팅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아트 견본

·메탈푸셔를 제외한 큐티클푸셔 ㅤ ·전기드릴ㅤㅤ·네일머신ㅤㅤ·가죽제 버퍼ㅤㅤ·연마제
·에어스프레이 타입의 액티베이터ㅤㅤ·오일류ㅤㅤ·기타 규정 외의 도구와 재료ㅤㅤ·아트용 스티커ㅤ
·도팅펜(마블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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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세팅의 규정과 주의사항
테이블세팅&소독관리(모든 급수 공통)

위생적으로 처리된 도구와 재료를 정리 정돈하여 배치할 것.
● 2급수의 『품명 라벨을 반드시 붙여야 할 품목』을 참조하여 품명 라벨을 붙일 것.
라벨은 보기 쉬운 위치에 붙일 것. 알파벳 표기 불가.
● 입장 후에는 착석하기 전에 지참한 에탄올을 종이타월에 분사하여 테이블과 의자, 모델의 의자를 소독한 다음에 착석할 것.
또, 퇴장할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 모델의 의자를 소독한 다음에 퇴장할 것.
(제균티슈를 사용해서 닦는 것도 가능)

테이블세팅의 규정
ㅤㅤ(2급)

※오른손잡이용 테이블세팅 예.（수험생이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좌우에 있는 정리함을 교체해 주십시오.）

정리함 안에 모두 배치하되 배치 방법은 자유
물

온수(휴대용 용기)

손목받침대
종이타월

수험표

T

소독용기

U

타올

V
거즈

S

타올

W
X
Y

Z

A
B
C
D
E
F
G

:
:
:
:
:
:
:

핑거볼
케어용 물
아트용 물
네일브러시
거즈
타올
정리함（거즈、타올、네일브러시）

K : 소독 용기
（알코올에 의해 변질되는 용기는 사 용금지)
L : 파일 등⋯파일 꽂 이에 넣어둘 것
M : 폴리시 리무버
N : 탈지면⋯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할 것
O : 소독제⋯ 소독용 에탄올 또는 기타 소독액
P : 액체비누
Q : 큐티클 리무버 또는 큐티클 크림
R : 아트 용품(물감, 붓, 팔레트)
S : 폴리시 종류
T : 네일팁（내추럴)
U : 랩 소재（실크 또는 글래스 파이버)
V : 액티베이터
W : 글루
X : 레진
Y : 정리함(도구, 재료)
Z : 쓰레기봉지

H : 타올
I : 손 목받침대
J : 종 이타 월

※온수, 물(세팅은 임의)

주의사항
・상기 A~Z의 도구와 재료는 반드시 모두 세팅할 것.
(U~X의 경우 사용할 도구와 재료의 선택은 자유)
・A, B, C, 온수, 보충용 물은 정리함에 넣지 않아도 됨.
・사용 금지된 도구와 재료를 세팅한 경우는 실격입니다.
·네일용품 및 미용용품을 사용할 것. ㅤ
·도구와 재료의 제조사 및 브랜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건이나 종이타월의 색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함 및 핑거볼, 기타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ㅤ금속제 등의 소독 가능한 것을 사용할 것.
ㅤ나무, 종이, 천 제품은 사용 불가
·바닥면이 그물코 모양의 정리함은 사용 불가
·전원 및 조명기구 사용 불가

품명 라벨을 반드시 붙여야 할 품목

2급

[소독용기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도구]
큐티클니퍼

우드스틱
핀셋

큐티클 푸셔

우드스틱, 핀셋, 큐티클 니퍼, 큐티클 푸셔
※위 4개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격 ㅤ
ㅤ처리됩니다.
※네일니퍼(니퍼류)를 지참한 경우에는
ㅤ소독용기에 넣어둘 것.

솜 또는 거즈 를 깔고 소독용 에탄올
등을 큐티클니퍼의 날 끝이 잠길 정도의
양을 넣는다. 날 보호용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위에 솜이나 거즈를 깔 것.

확대도

※품명 라벨은 내용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크 ・글래스 파이버 ・글루 ・필러 ・레진
(주) 상기 기재한 도구와 재료의 선택은 자유.
※네일케어 용품의 표기 방법은 3급에 준함.

・액티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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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프라이머

시험(실기, 필기)의 감정 대상
2 급 3급

감정 대상 사항

A

○ ○ 모든 급에서 수험표, 사진첨부, 필기도구가 없는 경우

B

○ ○ 마스크, 페이스 실드(또는 눈 보호대), 몸 상태 기록 등 제출 시트를 미지참한 경우

C ○ ○ 수험표에 부착한 증명사진이 스냅 사진, 복사본, 보정한 사진 등일 경우
D ○ ○ 모델로서 부적절한 경우(손톱 및 손톱 주변의 피부에 질환이 인정되는 경우나 14세 이하인 경우)
E

○ ○ 테이블 세팅이 매우 미비한 경우(도구, 재료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나 정리 정돈이 되지 않은 경우)

F

○ ○ 품명라벨을 반드시 붙여야 할 도구와 재료에 라벨을 붙이지 않은 경우나 알파벳표기의 경우.

G ○ ○ 네일니퍼(니퍼류)를 지참한 경우에 소독용기에 넣어두지 않은 경우
H ○ ○ 소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가락 및 도구 소독) ※표 아래 설명 참조
I

○ ○ 잡담이 많거나 매너가 나쁜 경우 (수험생과 모델 모두),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경우

J

○ ○ 손가락에 상처 (파일 등으로 붉은빛을 띠는 등)를 낸 경우 (수험생과 모델 모두)

K

○ ○ 연장과 복원을 한 손톱이 자연손톱의 색과 모양에 맞지 않는 경우

L

○ ○ 컬러링과 플랫아트의 마무리에 탑코트를 바르지 않는 경우, 광택이 나지 않는 경우

M ○

손톱 연장 및 팁&랩의 샌딩을 하지 않는 경우

N ○

컬러링이 지정색보다 너무 옅거나 진한 경우

O ○

2급 후반 시험을 손가락 소독부터 하지 않는 경우

P

2급 후반 시험에서 전반 시험과 같은 공정을 반복한 경우

○

Q ○ ○ 연장 (버추얼 포함)과 복원 (글루 사용 포함)이 총 3개인 경우
R

○ ○ 사전에 모델의 손톱이 분명하게 손질되어 있는 경우

S

○ ○ 사전 컬러 폴리시 바르기가 미흡한 경우, 사전 컬러 폴리시가 지정 색 이외인 경우

T

○ ○ 연장 및 복원하지 않은 자연손톱에 워셔블 파일을 사용한 경우

U ○ ○ 브러시 다운을 하지 않는 경우
V

○ 컬러링 때, 빨간 폴리시를 1번만 바른 경우

※시험 중에 도구류를 떨어뜨린 경우는 시험관에게 손을 들어 말하고 직접 주워 도구소독을 하고 손가락 소독을 한 후 “소독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보고할 것.
(재사용하지 않을 물건은 소독하지 않아도 되지만 떨어뜨린 물건을 주웠다면 손가락 소독을 할 것)
※손가 락 소 독 은 수험생이 직접 할 것(모델의 손 부터 소독한 경우 는 감점) ※미리 소 독제를 적신 솜 등으 로 소 독 은 하지 않 을 것.

시험(실기, 필기)의 실격 대상
2 급 3급

실격 대상 사항

○ ○ 지각(사전심사 개시 전까지 모델과 함께 착석하지 않은 경우
B ○ ○ 컨닝 등의 부정행위 및 금지행위
C ○ ○ 사전심사와 실기시험 종료 후에 작 품에 손을 대거나 수정한 경우(2급은 인터벌중도 포함), 실기시험에서 시간초과
D ○ ○ 도구와 재료를 지참하지 않았거나 사전심사 개시 후에 빌려주거나 빌려 쓴 경우, 시험관의 허가 를 받지 않고 넣거나 꺼낸 경우
A

○ ○ 시험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험생과 모델 모두)
○ ○ 손가락 에 출혈을 동반하 는 상처를 낸 경우 (수험생과 모델 모두)
G ○ ○ 사 용 을 금지한 도구와 재료 등 을 세팅한 경우
E
F

H ○ ○ 모델이 시험장 에서 수험생에게 조언이나 도움 을 준 경우와 오전·오후의 모델이 동일한 경우
I ○ ○ 도구와 용제를 담은 소독용기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반드시 넣어야할 도구(우드 스틱,핀셋,큐티클니퍼,규티클푸셔를 넣어 두지 않았을 경우)
J ○ ○ 아트용 스티커, 도팅펜 (마 블링 도구)을 사 용한 경우.
K
L

○ ○ 네일아트의 도안 등 을 가져온 경우(수험생 자 신의 손 톱에 시험의 아트와 동일한 아트를 입힌 경우 포함)
○ ○ 손가락 실수

M ○ ○ 기타 규정 위반 ( 2, 3급은 아트에 엠보싱 또는 3D아트를 입힌 경우, 아트를 붓 이외의 도구로 그린 경우, 사전에 모델의 손톱에 아트가 입혀져 있는 경우 등)
N ○

감점 대상 항목의 사항 이 현저히 심한 경우(감정 항목이 3항목 이상인 경우나 1항목의 내용이 너무 심한 경우)

O ○

컬러링 때 폴리시를 1번만 바 른 경우, 2 급에서 지정색 이외의 색상 을 사 용한 경우

P

○

Q ○

2 급 전반 시험에서 후반시험의 내용 을 실시한 경우
큐티클푸셔 10개의 손 톱에 사 용하지 않은 경우, 푸시백·푸시업을 10개 모두에 하지 않은 경우.

R

○ ○ 연장 (버추얼 포함)과 복 원 (글루 사 용 포함)을 합쳐 4개 이상 에 한 경우

S

○ ○ 사전에 컬러 폴리시를 모델의 손 톱에 바르지 않은 경우

T

○ ○ 큐티클 니퍼를 10개의 손 톱에 사 용하지 않은 경우나 워터네일케어를 하지 않은 경우

U

○ 푸시백·푸시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O표시가 감점·실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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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험에 관한 주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책에 관하여
수험생과 모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지책이라는 점을 양해 바라며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URL：http://www.nail-kentei.or.jp/pdf/kansensyo_2023_01.pdf

시험장에 올 때의 주의사항
1.시험당일 수험신청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시험장소에는 소정의 신청 수속을 완료한 수험생과 그 모델만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ㅤ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자녀나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2.날씨와 계절에 따라서는 환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내의 체감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조정할
ㅤ수 있는 복장으로 오십시오.
3.검정시험센터에서는 시험에 관한 질문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4.시험장에 올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시험장 주변 도로, 상가 주차장, 공터에 위법주차 및 피해를
ㅤ주는 주차, 수험생을 태우기 위한 차의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단, 도움이 필요한 분은 제외). 또한 시험
ㅤ당일은 날씨 상황 등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험장에 오십시오.

시험장에서의 주의사항
●

수험생과 모델에게

시험 당일의 건강 관리에는 충분히 주의해서 시험에 임해 주십시오.
특히 모델은 실기시험 및 심사로 장시간의 시험이 되므로 임신 중인 분 등은 충분히 주의를
하시고 몸 관리는 자기 책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은 시험관의 허가를 받고 이용해 주십시오.
1.
2.
3.
4.

실기시험만 보 거나 또는 필기시험만 보는 것은 불가 능합니다. (필기면제 수험자 는 제외)
사전심사 개시 전까지 모델과 함께 착석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접수 는 하지 않으 므 로 시험장 에서 착석 위치를 반드시 확 인할 것. 착석 실수 는 자기책임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물건은 모두 지참할 것.
★수험표(※반드시 사진을 첨부할 것)
★실기시험에 필요한 도구 일식(예비 재료 , 도구 는 각자 판단 에 따 라 지참 해 주 십시오)
(예비 재료와 도구 는 각자가 판단해 지참 하 십시오)
★연필 또는 샤프펜슬( H B 또는 B)
※연필이나 샤프펜슬의 심이 부러지지 않 았는지, 샤프펜슬 이 고장 나지 않 았는지 확 인할 것.
★지우개(잘 지워지는 지우개)
※도구 대여는 일절 하지 않 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볼펜(지울 수 있는 볼펜도 포함), 사인펜을 사 용하지 않을 것.
5. 시험장 안 팎의 공간(음 식점 등 을 포함)을 사 용하 여 준비 및 폴리시 오 프 등 을 하지 말 것.
6. 부정행위 및 금지행위를 한 경우 는 실격입니다.
7. 시험장에서는 시험관의 지시에 따를 것. 수험생과 모델 모두 매너를 지키고 수험에 임할 것. 아울러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나 매너 위반은 감점 및 실격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8. 실기시험 시, 손에 차 는 액세서리는 수험생과 모델 모두 시계로만 제한합니다.
9. 수험생의 네일 컬러링은 자유이지만 수험생에 걸맞는 네일일 것. 복장은 스스로 판단해 절도를 지킬 것. 또한 시험
ㅤ 중에 앞머리나 옆머리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등,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 시험장 에서 문제지와 답 안지를 반 출하거나 가지고 가지 말 것.
11.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돌 아가서 처분할 것.
12 . 시험장에서는 음식 및 흡연을 하지 말 것. (단, 수분(페트병에 담긴 물과 차만) 보급은 가능합니다.)
13.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PHS ·스마트워치 같은 다기능 전자기기 등 을 사 용하지 말 것.
ㅤㅤ또한 시계로서도 사 용하지 말 것. 아 울러 시험장 내 촬영 및 녹 음(카메라·휴대전화·스마트폰·태블릿 등 을
이용한 촬영 행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4. 회장 주변에서는 흡연은 금지입니다.(공공 흡연실 제외)
15. 모든 급에서 수험표 및 필기도구 미지참, 사진 미첨부 는 감점대상 이 됩니다.
16.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을 부착할 것. 스냅 사진, 복사 본, 보정한 사진 등 은 감점 대상 이 됩니다.
17.‘네일리스 트 기능 검정시험 공식문제집’의 복사, 스캔, 디지털화 등의 무단 복제는 저작 권법상 금지되어
있으 므 로 시험장 에 지참 하 실 수 없습니다.
18. 시험장 에서는 시찰 및 J N E C 또는 취재 미디어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을 실시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및 송 출 등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 호법에 근거하 여 시행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따른 검정시험의 중지에 대하여
예상 하지 못한 사태(태풍 ·지진· 쓰나미·기타 자연재해, 파업, 신형 인플 루엔자의 유행 등)에 따 른 시험장
확보의 어려움, 정전 또는 교통 · 통 신·물 류의 혼란 등의 사정에 의해 검정시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에
대한 공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므 로 수시로 확 인해 주 십시오 .
또한 재해의 규모 등에 따 라서는 통화가 불가 능한 경우도 있음 을 미리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시험을
중지한 경우의 사 후 대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안내합니다. 또한 시험 중지에 따 른 수험생의 불편·비용(수험료
제외)·기타 개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아 무런 책임도 지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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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합불발표까지~
※시험 장소의 수용 인원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규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이번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 2, 3급 신청자는 2023년 춘기 네일리스트 기능 검정시험(4월 실시)의 수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기에 지정된 검정 기간 외에는 수험 자격 부여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추첨 유무와 관련하여 12월 중순경에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①Web신청
2022년11월 1일(화)~11월 30일(수)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ail-kentei.or.jp)를 확인하십시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의 최종확인은 수험료를 지불한 후 가 능합니다.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수험료의 지불은 신용카드 결제나 편의점 결제(등록완료 후, 3일 이내 지불) 중 하나입니다.
※편의점 결제의 입금표 번호는 신청완료 화면 및 신청완료 시에 자 동 발신되는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리스 결제이므로 센터 쪽에서 입금용지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지불 기한이 지나면, 편의점에서 지불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신청도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단체신청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체신청이란 한 법인이 10명 이상 신청할 경우 접수 가 능)

②우편입금용지에 따른 신청
2022년 11월 1일(화)~11월 30일(수) <마감일 소인 유효>
※이 시험요항에 첨부된 우편입금용지(입금취급표)에 필요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수험료를 우체국에서 송금하십시오.
※ATM에서의 신청은 입금취급표를 인식하 는 경우에만 접수 가 능합니다.
※입금영수증은 수험표가 도착할 때까지 잘 보관해 주십시오.

2022년 12월 하순경 수험표는 봉투에 봉하여 발송합니다. (※국내 발송에 한합니다)

수험표 발송

※모든 급수, 증명사진을 수험표에 부착.
※사진은 3cm×2.4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을 부착할 것. 스냅 사진, 복사본, 보정한 사진 등은 감점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월 11일(수)~1월 16일(월)

문의 기간
(수험표 미도착 등)

1월 10일(화)까지 수험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주소 및 이름이 틀린 경우는 반드시
1월 11일(수)~1월 16일(월)의 기간 중에 검정시험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수험표에 인쇄된 이름으로 합불통지 및 합격증명서를 발행합니다.
합격증서의 재발행은 유료이므로 반드시 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2급
시험당일

1월21일(토)

3급

1월22일(일)

시험 당일은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결석의 경우, 사전 연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의 문의는 검정시험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시험장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합불발표
및
합불통지 발송

합격증서 발송

2023년 2월 중순경
합불통지는 봉투에 봉하여 발송합니다. (※국내 발송에 한합니다)
2월 19일(일)까지 합불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2월 20일(월)~2월 24일(금)의 기간 중에 검정시험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불통지는 잘 보관해 주십시오.
※시험결과는 우편발송(봉함)으로 본인에게 발송합니다. 수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일은 없습니다.

2023년 3월 상순경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발송합니다. (※국내 발송에 한합니다)
수험표에 인쇄된 이름으로 합격증서를 작성합니다.
3월13일(월)까지 합격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3월14일(화)~3월20일(월)의
기간 중에 검정시험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미도착 문의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유료로 발행합니다.
※합격증서는 다음 급 수험에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 주십시오.

-8-

공지

2023년 추기 네일리스트 기능 검정시험(10월)부터

‘JNEC가 인정한 모델 핸드(손모형)’로 수험이 가능합니다
2023년 추기 네일리스트 기능 검정시험（10월）부터 모든 급수를 대상으로 ‘JNEC가
인정한 모델 핸드（손모형）
’으로도 수험이 가능합니다.（기존대로, 모델로의 수험도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십시오.
http://www.nail-kentei.or. jp/pdf/m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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