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Regulations
한국어

February 22 2015(Sunday) AM9:00 Gate Open
@Fukuoka Belle époque Beauty School

프로페셔날부문 프렌치스캅춰
※이경기는 커텐심사입니다 ( 공통사항 )
・경기시간 75 분 								
・모델왼손에시술해야함								
・산딩부터시술함								
・쉐입은스퀘어로시술해야함 길이 1cm 두께는 1mm 이하로함 ( 두께는얇게시술할수록좋음 )
・재료사용 아크릴릭을사용할것 화이트폴리머 . 핑크폴리머 . 클리어폴리머 . 커버핑크사용가능
( 커버핑크는 모델의 피부색에 맟춘다 )								
・버퍼를 사용하여 광택 마무리해야함 탑코트사용금지

◇심사규정								
・쉐입 ( 정면스트레이트 . 사이드 스트레이트 . 사이드쉐입 )						
・길이의 균일성 								
・C- 커브두께의 균일성 								
・하이포인트의 아름다운 균일성 								
・표면에 단차 凹凸								
・광택								
・큐티클라인의 매끄러운 모양인지 								
・스마일라인 ( 모델에게 어울리는가 								
・스마일라인의 균일성 아름다움 								

프로페셔날부문 네일케어 (French-White)
・경기시간 50 분 								
・파일 . 클린 넵 ( 케어 ) 양손 후렌치 룩 								
・모델상태 . 자연손톱으로 일주일이상 정리되지않은 손톱일것						
・리페어 무관 . 프리엣치길이 5mm								
・쉐입라운드 .								
・프렌치의 베이스컬러는 자연손톱이비추어지지않는 핑크또는 베이지계 컬러일것			
・프렌치화이트는 부러쉬로 그린다								
・베이스 . 화이트폴리시 펄 없는 폴리시사용한다							

※

중간심사없음								
※ 주최자측에서는 뜨거운물 . 물이 준비되지않음 선수측에서 준비한다					
			
								
◇심사규정								
・라운드의 균일성 								
・큐티클 마무리								
・사이드라인								
・표면의균일성								
・스마일라인의 균일성 . 형태 . 길이								
・전체의인상								
・베이스컬러가 피부에 매치하고 있는가								

프리부문 원 톤 스캅춰
※이경기는 커텐심사입니다 ( 공통사항 )

							

								
・연습용마네킹핸드위에 시술한다 								
・Space Nail

〔프라이마리 핸드〕 위에시술한다							

( 두종류핸드중 어느쪽도 사용가능 )								
・오른쪽 왼쪽 어느쪽도 가능 								
・경기시간 60 분								
・칩소착된 상태로 시술가능 								
・원 톤 스캅춰 한손에 시술								
・쉐입은 스퀘아오프 . 길이 1cm. 두께 1mm							

・

포리머 네추럴 . 핑크 . 클리어 . 사용할것								
・광택버퍼를사용마무리 . 탑코트사용불가함 							
					
◇심사규정								
・쉐입 ( 정면 스트레이트 . 사이드스트레이트 . 스퀘아오프상태 )						
・길이 								
・C- 커브 두께 일정함								
・하이포인트 ( 아름다움 )								
・표면의 매끄러움 								
・광택마무리								

프리부문 싸롱웍크 젤 네일
・경기시간 60 분								
・모델손 9 홉손가락위에 베이스젤을칠한후 화이트젤을 사용하여 후렌치스타일로작업한다 		
・왼손 약지위에 젤 아트 시술한다 ( 베이스 칼라 자유 . 후렌치시술안함 )				
・아트테마 〔Flower 꽃〕								
・리패아 가능 . 푸리엣지 5mm								
・쉐입은 라운드 								
・산딩부터시술함 								
・후렌치시술 아트시술 브러쉬로시술한다								
・화이트젤사용 펄없는 폴리시사용한다								
・모든 시술은 부러쉬로한다								
								
								
◇심사규정								
・젤 어플리케이션 								
・라운드 균일성 								
・큐티클 마무리 								
・사이드라인								
・표면의균일성								
・스마일라인 폭 . 균일성 . 형태 길이 								
・전체의인상 								
・디자인의밸런스								
・디자인의퀄리티								

프리부문 디자인 스캅춰 스틸레토
※이경기는 커텐심사입니다 ( 공통사항 )								
								
・경기시간 90 분 								
・모댈의 오른손오른손에시술한다 								
・아크릴릭을사용한다								
・팁 사용불가								
・이쿠스텐션 디자인에 젤 사용불가

톱 마무리만사용가능 						

・테마『 일본』『 Japanese』								
・쉐입 스틸레토 . 푸리엣지 길이 3cm 이상								
・젤탑 코트 사용가								
・큐티클로부터 첨단까지의길이 5cm 이상일것							
・오일 보습제 머신 사용불가								
								
								
◇심사규정								
・프로덕트 컨트롤								
・큐티클마무리								
・콘 케이브								
・곤벳쿠스								
・사이드 스트리이트								
・C 커브 								
・ 포름 . 두게 . 형태 . 길이								
・전체의인상 								
・하이샤인 								
・디자인의퀄리티 								

프리부문 아트 팁 콘테스트
・팁 5 개에 디자인한다 								
・케이스는 지정된 케이스 배포 ( 신청 접수후 배포 ) casesize 11.5cm × 8.5cm				
・우송마감 :2015 년 2 월 10 일 소인유효 								
・대지 (Pasteboard) 의디자인은자유								
・테마『 일본』『 Japanese』								
・심판 ( 원 )( judge) 방법 : 당일 투표에서 결정 ( 투표는 1 명 1 표당일 15:00 까지 접수 )		
・팁은 1 개 1 개 독립시킨다 ( 팁끼리를 접착하면 안된다 )							
・외국인경우 접수후 케이스를받아 작품을받은케이스에 옮겨제출한다					
			

프리부문 팀 대항 폴리쉬 컬러링 & 아트
・선수 2 명 모델 1 명								
( 폴리쉬담당 1 아트담당 2 )								
※이경기는 1 팀 전원이 드레스코드 ( 가장 ) 해서 가산점에 포함됨 				
・경기시간 30 분 모델양손에 컬러링・아트 2 개							
・모델의손톱은 프레퍼레이션 사전허용하나 경기전 어떠한제품도 발라서는안됨			
・폴리쉬컬러 자유								
・스타일링 자유 								
・리패어 자유								
・드레스코드및아트테마『 일본』『 Ｊａｐａｎｅｓｅ』 아트와 어느손에도 시술자유			
								
～팀대항 포인트～								
・테마에맞는가장을할것 								
・고조되는것 								
・즐기는것								
・소리・댄스・응원가능 								
								
◇심사규정								
・표면의균일성								
・큐티클 부근								
・길이의균일성								
・형태의균일성								
・사이드라인								
・아트디자인								
・코스튬포인트								
・어필도								
・전체인상 								

쥬니아부문 네일케어 (RED)
・경기시간 60 분								
・모델의손에 사전에 빨강 폴리쉬를 도포한상태여야한다							
・모델상태 . 자연손톱으로 일주일이상 정리되지않은 손톱일것						
・폴리쉬 오프부터 네일케어를 양손에시술 컬러링 ( 빨강 ) 탑코트마무리				
・리패어 자유								
・폴리쉬는 펄없는 빨강폴리쉬사용두번도포한다							
・컷 스타일은 라운드 손톱길이 5mm 까지								
※ 쥬니아 부문 ( 참가자격 : 미용학교생 . 네일전문학교생 )						
※ 주최자측에서는 뜨거운물 . 물이 준비되지않음 선수측에서 준비한다					
			
								
								
◇심사규정								
・라운드의 균일성 								
・큐티클 마무리								
・사이드라인								
・표면의균일성								
・스마일라인의 균일성 . 형태 . 길이								
・전체의인상								
・베이스컬러가 피부에 매치하고 있는가								

공통사항
모든 경기에 있서								
오일 , 크림 , 샤미밧파 , 마신은 사용불가								
모든 경기의 정원 30 명 ( 예술팁 부문만 무제한 )							
엔트리기간 2014 년 12 월 1 일 ~ 2015 년 1 월 25 일						
엔트리 요금								
프로부문

프리부문

1 경기

6,000 엔							

2 경기

10,000 엔

								

주니어부문
1 경기

4000 엔								

								
프리부문 팀 대항
1 그룹

3000 엔								

								
								
								
◇신청에 관해서 								
접수된 참가신창서 및 참가비 일체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Entry
◆온라인 (on-line) 엔트리
KN201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http://www.ns2015.jp/
◆ FAX 엔트리
엔트리 용지에 기재후 FAX 해 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다
기재해받은 개인정보는 엔트리에 관한업무및 심판 ( judge) 평가에관한 목적만 이용하고 기타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온라인 (on-line) 엔트리 및 FAX 엔트리는 엔트리비용의 입금확인을 할수있을때까지「 임시엔트
리」 가됩니다 메일폼에 기재후 10 일이내에입금이 없을 경우는 임시엔트리를 취소시켜받으므
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 폼 송신내용에 부족이 있었을경우 정식으로 엔트리를 할수없을 경우
가 있습니다
또 엔트리 완료통지는 대회사무국 또는 엔트리의 등록해 받은 메일주소 FAX 번호에서 송부하므
로 메일를 원하시는 분은 도메인「 gmail.com」 로부터의 메일을 수신할수있도록해 주세요 만일
신청완료의

연락이 도착하지않을경우는 대회사무국까지 연락바랍니다

◆엔트리 비용 납부처
北九州銀行

到津支店

普通 0038697

KNS 事務局

代表

藤江七美

FAX 접수용지

Please use it to copy

큐슈 네일 쇼 2015 대회실행 위원회사무국 앞

FAX 번호 093-953-6635

KYUSYU NAIL SHOW 2015 참가 신청서
이름
기입일

〒

년

월

일

주소
TEL

（

）

FAX

（

）
츨전하고자 하는 종목에 체크 바랍니다

□ 프로페셔날부문 프렌치스캅춰				
□ 프로페셔날부문 네일케어 (French-White)				
츨전
종목

□ 후리부문 원 톤 스캅춰				
□ 후리부문 싸롱웍크 젤 네일				
□ 후리부문 디자인 스캅춰 스틸레토				
□ 후리부문 아트 팁 콘테스트				
□ 프리부문 팀 대항 폴리쉬 컬러링 & 아트				
□ 쥬니아부문 네일케어 (RED)				

승낙
사항

□저는 FAX 엔트리 규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n-line) 엔트리 및 FAX 엔트리는 엔트리 비용의 입금 확인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임
시 엔트리」 가 되는 메일 폼에 기재후 10 일이내에 입금이 없을 경우는 임시 엔트리를 취소와
해 드립니다

안내 Infomation
세계의 네일을 후쿠오카에서 체험하자
1970 년대에 네일이 일본에 상륙 당시의 여성 마음을 사로잡아 그문화는 빠르
게 번져 2000 년에 들어서며 그 기세는 절정에 이르러 그 즉시 프로네일아티스트
의 기술도 큰 진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본의 네일아티스트는 어
떤 진화를 계속해나아갈것인가 ? 그리고 일본의 네일 업계는 어떻게되어 갈 것인가 ?
큐슈 지방과 중국 지방의 유력지 네일아티스트들이 장래의 네일아티스트 장래의 네
일 업계를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 해외의 네일 사정에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
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선 큐슈네일쇼는 국내외 막론하고 네일에 관한 모
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살롱 테크닉은 물론 새로

운 표현 방법이나 본 적이없는 제품등 자극적인 컨텐츠를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큐슈네일쇼는 국내외의 네일아티스트활약을 마음속으로부터 응원하고 있습니다

큐슈네일쇼 2015 실행위원회

実行委員長

実行副委員長

実行副委員長

実行委員

事務局

事務局

藤江 七美

安倍 未来

大瀧 優季

安良岡 成晃

飯田 千裕

石川 静香

큐슈넬쇼조직위원회
큐슈네일쇼실행위원회는 앞으로의 사업의 질향상을 향해서

회원을 모집하

고있습니다 취지에 찬동 주실 분은 부담없이 실행위원회까지 문의주시기 바
랍니다

※입회에는 자격등은 필요없습니다만 업태나 경영실태등 최저한의

조건이있기때문에 미리양해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실해위원회까지 문의주시
기 바랍니다
組織委員長

組織副委員長

田中 紗代

安倍 太陽

9

10
쥬니아부문 네일케어
9:40-10:40

심사
10:40
11:10

커텐심사
13:15
13:55

심사
14:50
15:20

프리부문
싸롱웍크 젤 네일
13:50-14:50

13:40
13:50

프리부문 팀 심사
15:30
대항
15:00-15:30 15:50

Kyushu nail Show 2015 tournament executive committee secretariat

NANA'sNail
3-13-27, Kimachi, Kokurakita-ku Kitakyushu-shi, Fukuoka, 803-0851, Japan
093-953-6635(Mon-Sat)11:00-19:00
http://www.ns2015.jp

17

퇴장

커텐심사
12:40
13:20

16

표창식

フ프리부문 원 톤
스캅춰
11:40-12:40

15

선수착석

커텐심사
11:10
11:50

프로페셔날부문 프렌치스캅춰
12:00-13:15

14

사전심사

프리부문 디자인 스캅춰 스틸레토
9:40-11:10

13

선수착석

심사
10:30
11:00

선수착석

프로페셔날부문
네일케어
9:40-10:30

12
선수착석

사전심사

선수착석

9:20
9:4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