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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캅춰 네일(SCULPTURED NAIL)(20분) 
+ 추가 섹션 +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본 시험의 스캅춰 네일 섹션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키트에서 꺼내서 준비할 수 있도록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 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채점관을 향해 손을 들어 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손을 

들어 보이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손을 들어 보이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참고: 스캅춰링할 손톱은 시험 감독관이 지정할 것입니다.) 

“__________ 손가락의 손톱을 스캅춰링하게 됩니다.” 

“제조업체에서 밀봉된 무취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2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10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채점관을 향해 손을 들어 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20.1 스캅춰 네일 용품을 셋업합니다. 폴리머, 모노머 및 프라이머는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된 제조업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20.2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20.3 조갑판에서 광택제를 제거합니다. 

20.4 조갑판을 세정하고 건조시킵니다. 

20.5 네일 폼을 발라서 프리엣지(Free edge, 손톱끝) 아래에 꼭 맞도록 합니다. 

20.6 조갑판에 네일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20.7 지정된 손가락의 프리엣지가 연장되도록 손톱이 스캅춰링 되어 있습니다. 

20.8 스캅춰링 된 손톱의 모양과 윤곽을 만들고, 마감합니다. 



NIC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Inc. –  Cosmetology Practical Examination CIB  

+ADDITIONAL SECTION + 20. Sculptured Nail  
2 

© Copyright 2020 NIC All Rights Reserved                                                                                                  (Eff. 1/1/2017) 
                 (Rev. 3.1.2020) 

 

NIC Cosmetology 실기 시험 – 스캅춰 네일(Sculptured Nail)(계속)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손을 

들어 보이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손을 들어 보이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20.9 마감된 스캅춰 네일의 외형이 매끄럽고, 균형이 잡혀 있고, 고릅니다. 

20.10 큐티클 및 주변 피부에는 스캅춰 제품이 없으며, 또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채점관 - 구두 지침: 스캅춰 네일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면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20.11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채점관이 평가를 완료했다고 알려 줄 때 응시자에게 읽어 주십시시오. 

“모든 채점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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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시험 용품 

용품의 라벨링과 관련된 정보: 

 모든 용품에는 영어로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언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에는 영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국어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제조업체의 경우, 라벨은 영어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스캅춰 네일 용품 

 인조 손톱이 부착된 마네킹 손(마네킹 손은 하나의 완전한 손이어야 하며 착탈식 손가락이 

있으면 안됩니다.) 

 네일 준비 솔루션 

 스캅춰 네일 제품 - 모노머, 폴리머 및 프라이머 

모노머는 냄새가 없어야 하며 제조시 원래 용기에 밀봉되고 영문으로 된 제조업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폴리머 및 프라이머는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된 제조업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스캅춰 네일 브러시 

 다푼디쉬 

 네일 폼(Nail form) 

 줄 및/또는 연마제 

 오일(O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