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 제2차 평가전

 직 종 명 헤어디자인  과제명 웨딩 업스타일 과제번호 제 1과제

경기시간 130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제시한 도면과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품을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마네킹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 도면과 같이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웨딩 업스타일을 완성하시오.

   나. 사전커트와 질감처리는 할 수 없으며, 마무리 작업 시 수정커트는 가능합니다.

   다. 컬러 작업 시 알칼리 염모제를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시오.   

   라. 스타일링 시 모든 제품 및 도구의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바늘, 핀, 나무꽂이 등 두피에 꽂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사전 핀 검사 실시하며, 경기 이후 작업대 위에 일반적인 핀(U핀 대·중·소, 

실핀 대·중·소)외 끝을 뾰족하게 만든 핀이나 핀셋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도면과 유사한 위치에 루프, 브레이드, 트위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2. 선수 유의사항

   가. 진행 요원에 의한 작업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르며, 작업 중 도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작품 완성 시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 외의 모든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염색 또는 탈색의 기법과 위치 및 색상은 도면과 동일해야 합니다.

   라. 액세서리 착용 및 압정, 핀 등의 특별한 표식을 금지합니다.

   마.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마네킹에 핀이나 바늘을 꽂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바. 재료나 도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완성된 마네킹의 얼굴, 귀, 목 등에 

염색제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전 과제 공통사항).

   사. 과제 종료 후 마네킹을 만질 수 없습니다(마네킹의 묻어있는 머리카락, 스프레이 등 

종료 전 닦기).  

헤어디자인 [제1과제]  2 – 1



도 면

헤어디자인 [제1과제]  2 – 2

선발 및 평가경기 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직종    제 1 과제

작품명 웨딩 업스타일 척도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 제2차 평가전

 직 종 명 헤어디자인  과제명 패션 캣워크 스타일 과제번호 제 2과제

경기시간 150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제시한 도면과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품을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마네킹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 도면과 같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패션 캣워크 스타일을 완성하시오.

   나. 사전커트와 질감처리는 할 수 없으며, 마무리 작업 시 수정커트는 가능합니다.

   다. 컬러 작업 시 알칼리 염모제를 사용하여 얼룩없이 균일하게 염색하시오. 

   라. 스타일링 시 모든 제품 및 도구의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바늘, 핀, 나무꽂이 등 두피에 꽂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사전 핀 검사 실시하며, 경기 이후 작업대 위에 일반적인 핀(U핀 대·중·소, 

실핀 대·중·소) 외 끝을 뾰족하게 만든 핀이나 핀셋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선수 유의사항

   가. 진행 요원에 의한 작업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르며, 작업 중 도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작품 완성 시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 외의 모든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염색 위치 및 색상은 도면과 동일해야 합니다.

   라. 액세서리 착용 및 압정, 핀 등의 특별한 표식을 금지합니다.

   마.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마네킹에 핀이나 바늘을 꽂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바. 재료나 도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완성된 마네킹의 얼굴, 귀, 목 등에 

염색제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 과제 종료 후 마네킹을 만질 수 없습니다(마네킹의 묻어있는 머리카락, 스프레이 등 

종료 전 닦기).  

헤어디자인 [제2과제]  2 – 1



도 면

헤어디자인 [제2과제]  2 – 2

선발 및 평가경기 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직종    제 2 과제

작품명 패션 캣워크 스타일 척도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 제2차 평가전

 직 종 명 헤어디자인  과제명 여성 커트 과제번호 제 3과제

경기시간 160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제시한 도면과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품을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마네킹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 도면에서 요구하는 커트라인과 그 커트라인에 따른 컬러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최대한 도면과 일치하도록 작품을 완성하시오.

   나. 컬러 작업시 산성염모제를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시오.

   다. 커트 시 모든 도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컬러의 위치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마. 스타일링 시 모든 제품 및 도구의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 컬러스프레이 또는 컬러 젤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2. 선수 유의사항

   가. 진행 요원에 의한 작업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르며, 작업 중 도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작품 완성 시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 외의 모든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염색 또는 탈색의 기법과 위치 및 색상은 도면과 동일해야 합니다.

   라. 액세서리 착용 및 압정, 핀 등의 특별한 표식을 금지합니다.

   마.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마네킹에 핀이나 바늘을 꽂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바. 재료나 도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완성된 마네킹의 얼굴, 귀, 목 등에 

염색제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 과제 종료 후 마네킹을 만질 수 없습니다(마네킹의 묻어있는 머리카락, 스프레이 등 

종료 전 닦기).  

헤어디자인 [제3과제]  2 – 1



도 면

헤어디자인 [제3과제]  2 – 2

선발 및 평가경기 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직종    제 3 과제

작품명 여성 커트 척도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 제2차 평가전

직 종 명 헤어지다인 과 제 명 남성 패션커트 과제번호 제 4과제

경기시간 140분 비 번 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제시한 도면과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품을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마네킹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 도면과 같은 스타일로 남성 패션커트 작품을 완성하시오.

   나. 래져와 빗을 사용하여 작품의 디자인에 맞게 커트하시오.

       ( 단, 장가위, 틴닝가위, 바리캉 사용 금지합니다.)

   다. 도면과 같이 샤기한 느낌으로 헤어커트 하시오.

   라. 염·탈색은 도면과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표현 하시오.

   마. 헤어스타일링 작업 시 헤어드라이어와 손가락, 제품 등을 이용하여 작업 하시오.

     ( 단, 브러시, 빗, 매직기, 바늘 등은 사용 금지합니다.) 

2. 선수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가. 진행 요원에 의한 작업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르며, 작업 중 도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 컬러스프레이, 컬러무스 등의 일회성 착색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재료나 도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완성된 마네킹의 얼굴, 귀, 목 등에 

염색제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 과제 종료 후 마네킹을 만질 수 없습니다(마네킹의 묻어있는 머리카락, 스프레이 등 

종료 전 닦기). 

헤어디자인 [제4과제]  2 – 1



도 면

헤어디자인 [제4과제]  2 – 2

선발 및 평가경기 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직종    제 4 과제

작품명 남성 패션커트 척도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 제2차 평가전

직 종 명 헤어지다인 과 제 명 남성 퍼머넌트웨이브 과제번호 제 5과제

경기시간 140분 비 번 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제시한 도면과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품을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마네킹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 도면과 같은 스타일로 남성 퍼머넌트웨이브 작품을 완성하시오.

   나. 장가위와 빗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맞게 커트하시오. 

       (단, 틴닝가위, 래져, 바리캉 사용 금지합니다.)

   다. 도면을 참고하여 투블럭 커트 후 퍼머넌트웨이브 작업 하시오.

   라. 스타일링 시 헤어드라이어와 꼬리 빗, 제품을 사용하여 완성하시오. 

2. 선수 유의사항

  

   가. 진행 요원에 의한 작업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르며, 작업 중 도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재료나 도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완성된 마네킹의 얼굴, 귀, 목 등에 

염색제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라. 과제 종료 후 마네킹을 만질 수 없습니다(마네킹의 묻어있는 머리카락, 스프레이 등 

종료 전 닦기).   

헤어디자인 [제5과제]  2 – 1



도 면

헤어디자인 [제5과제]  2 – 2

선발 및 평가경기 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직종    제 5 과제

작품명 남성 퍼머넌트웨이브 척도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 제2차 평가전

직 종 명 헤어지다인 과 제 명 남성 클래식과 수염 과제번호 제 6과제

경기시간 90분 비 번 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제시한 도면과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품을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마네킹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 도면과 같은 스타일로 남성 클래식과 수염디자인을 완성하시오.

   나. 장가위와 틴닝가위를 이용하여 디자인에 맞게 커트하시오.

       (단, 래져, 바리캉 사용 금지합니다.)

   다. 도면과 같이 헤어커트의 명암표현이 잘 표현되도록 그라데이션하여 작업하시오.

   라. 스타일링 시 헤어드라이어와 브러시. 빗, 제품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완성하시오. 

      (단, 아이론기, 매직기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선수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가. 진행 요원에 의한 작업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르며, 작업 중 도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재료나 도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완성된 마네킹의 얼굴, 귀, 목 등에 

염색제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라. 과제 종료 후 마네킹을 만질 수 없습니다(마네킹의 묻어있는 머리카락, 스프레이 등 

종료 전 닦기).  

헤어디자인 [제6과제]  2 – 1



도 면

헤어디자인 [제6과제]  2 – 2

선발 및 평가경기 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직종    제 6 과제

작품명 남성 클래식과 수염 척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