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손톱 기술 (매니큐어링) 
 필기 시험 

 
수험생 정보 공보 

 
시험 전 가장 최신 공보를 보려면  www.nictesting.org 를 방문 하십시오. 

전국 손톱 기술 (매니큐어링) 시험은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NIC) 에 의해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손톱 
기능사 (매니큐어 미용사) 에 대한 국가 면허 시험 입니다.  이 정보 공보에는 NIC 전국 손톱 기술 (매니큐어링) 시험이 다루는 내용 
개요, 견본 문제, 및 정답을 포함 합니다.  손톱 기술 (매니큐어링) 필기 시험에 허용된 시간은 90 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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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개념 
45% 

 

다음과 관련된 감염 관리 절차를 이해한다:  
 세균 및 그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바이러스 및 그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진균 및 그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위생처리 방법  
 소독 방법  
 멸균 방법  
 손톱 서비스  
 순환식 및 비순환식 페디큐어 통 위생처리 및 소독하기 
 제품 분배하기 (예, 스파튜라 사용) 
 
다음과 관련된 안전 절차를 이해한다: 
 오염된 재료 폐기 
 재료 보관 
 물질안전자료용지 (MSDS)에 관한 OSHA 요건 
 제품 라벨에 관한 OSHA 요건 
 제품 보관에 관한 OSHA 요건 
 환기에 관한 OSHA 요건  
 제품 폐기에 관한 OSHA 요건  
 혈인성 병원균에 관한 OSHA 요건 
 보편적 주의에 관한 OSHA 요건 
 작업 부상 예방 
 
다음과 관련된 기초 인체 해부학/생리학을 이해한다: 
 피부의 기능  
 피부의 구조  
 피부의 장애 및 질병 (예, 비정상적인 색소침착, 감염, 염증, 

병변) 
 골격계 및 그 기능 
 근육계 및 그 기능 
 혈관/순환계 및 그 기능 
 신경계 및 그 기능 
 
다음과 관련된 손톱 해부학/생리학을 이해한다: 
 손톱의 부분 (예, 뿌리, 맨틀, 기질) 
 손톱의 구조 및 조성 (예, 케라틴, 손톱층, 손톱의 혈액 공급) 
 손톱의 상태 및 장애  
 손톱 질병  
 감염 징후 

 
 
 

다음과 관련된 기초 화학을 이해한다:  
 접착 
 화학적 반응 
 물리적 반응 
 제품 성분 
 
다음과 관련된 제품 기능을 이해한다:  
 아세톤 및 비아세톤 제품  
 명반 
 방부제 
 브러쉬 세제 
 촉매제/활성제 
 손톱뿌리피부 크림/오일 
 피부박리제 
 젤 
 보습제 
 모노머 
 매니큐어 액 
 폴리머 
 프라이머  
 레진/접착제 
 용매 

 

손톱 기술 절차 
55% 

 
 
다음과 관련된 일반적 절차를 수행한다:  
 고객 상담 
 손톱 평가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는 조건 (금기) 
 서비스 권유 
 서비스 기록 작성 (예, 고객 카드) 

 

다음의 기능을 이해한다: 
 손톱 장비 (예, 테이블, 램프, 페디큐어 대야)  
 손톱 도구 (예, 손톱깍이, 손톱뿌리피부 밀개, 집게) 
 손톱 재료, 제품, 및 자재 (예, 면, 로션,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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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관련된 손톱 서비스 준비를 수행한다:  
 작업대/서비스 구역의 위생처리 및 소독 (예, 페디큐어 대야, 

테이블) 
 작업대 준비 
 테크니션의 손과 고객의 손 및/또는 발의 위생처리 
 
다음과 관련된 매니큐어 서비스를 수행한다:  
 매니큐어액 제거하기  
 손톱을 안전하게 깍고 다듬기 
 따뜻한 물에 담가 손톱뿌리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손톱뿌리피부 제거제/용매 사용하기  
 손톱뿌리피부를 안전하게 밀기 
 과다한 손톱뿌리피부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손톱을 안전하게 청결하게 하기 
 손톱뿌리피부 오일/손톱뿌리피부 크림 바르기 
 마사지용 로션 바르기  
 손톱 위/아래의 오일 또는 로션 흔적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손톱을 안전하게 연마하기 
 매니큐어액 바르기  
 파라핀 서비스 
 핫 오일/로션 서비스 

 
다음과 관련된 페디큐어 서비스를 수행한다:  
 매니큐어액 제거하기   
 발톱을 안전하게 깍고 다듬기 
 따뜻한 물에 담가 발톱뿌리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발톱뿌리피부 제거제/용매 사용하기  
 발톱뿌리피부를 안전하게 밀기 
 과다한 발톱뿌리피부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안전하게 박피하기 
 안전하게 굳은살 제거하기 
 발톱을 안전하게 청결하게 하기 
 발톱뿌리피부 오일/발톱뿌리피부 크림 바르기 
 마사지용 로션 바르기  
 발톱 위/아래의 오일 또는 로션 흔적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발톱을 안전하게 연마하기 
 매니큐어액 바르기  
 파라핀 서비스 

 

다음과 관련된 기초 마사지 동작을 수행한다:  
 경찰법  
 마찰법  
 유날법 
 경타법 

 

다음과 관련된 손톱 증진 서비스를 수행한다:  
 팁 부착하기 
 팁 깍아 다듬기  
 팁 블렌딩 
 안전하게 팁 제거하기 
 아크릴 덧칠  
 아크릴 조각 손톱 
 아크릴 유지 관리 (채우기, 리필, 재균형)   

 
 아크릴 다시메우기 (예, 핑크 및 흰색 유지관리) 
 아크릴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랩 오버레이 
 랩 유지 관리 (채우기, 리필, 재균형)   
 안전하게 랩 제거하기 
 광선 경화 젤 오버레이 
 광선 경화 젤  조각 손톱 
 광선 경화 젤 유지 관리 (채우기, 리필, 재균형)   
 광선 경화 젤 다시메우기 (예, 핑크 및 흰색 유지관리) 
 광선 경화 젤 안전하게 제거하기 
 손톱 윤곽내기 및 다듬기 

 
 손톱줄/연마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기 손톱줄 안전하게 사용하기 

 
 
 
 

견본 문제 

 
다음 견본 문제들은 NIC 손톱 기술 (매니큐어링) 필기 시험에 있는 
문제들과 유사 합니다.  각 문제마다 선택할 수 있는 4 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 만이 정답 입니다.  정답은 견본 문제 뒤에 나열 
되어 있습니다. 

 

1. 부석은 매니큐어에서 다음으로 사용된다 

a. 연마제. 
b. 표백제. 
c. 윤활제. 
d. 수렴제. 

 

2. 매니큐어를 실행하는 데 첫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a. 손톱 모양 만들기 
b. 손발톱 뿌리 피부 연화 시킴 
c. 자유 변연부 아래를 깨끗하게 한다 
d. 오래된 폴리쉬 제거 

 

3.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매니큐어 화장품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가? 

a. 깨끗한 선반 
b. 매니큐어 탁자 
c. 깨끗한 매니큐어 세트 내에 
d. 깨끗하고 닫힌 용기 내에 

 
4 손톱 주위로 손톱 뿌리 피부가 갈라지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손거스러미 
b.     손톱 익상편 

        c.     손톱 물어 뜯기 
        d.     손톱 종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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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경과 혈관은 손톱의 다음 부위에서 발견된다 

a. 바닥. 
b. 벽. 
c. 판. 
d. 고랑. 

 
6.    매니큐어에서 소독제는 다음을 위해 사용한다 

a. 손톱을 표백하기 위해 
b. 경한 베인 상처 치료에 
c. 주름진 손톱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d. 손톱에 고도의 광택을 내기 위해 

 
7.   매번 사용한 후에, 매니큐어 기구는 반드시 

a. 수건으로 닦아야 한다. 
b. 종이로 닦아야 한다. 
c. 깨끗이 해서 소독한다. 
d. 건조 보관소에 놓는다. 

 
8.   다음 중 어느 것에 오일 매니큐어가 권장되는가? 

a. 백색 손톱 
b. 갈라진 손톱 
c. 부서지기 쉬운 손톱 
d. 감염 방지 

 
 9.  손톱의 활동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손톱 반월 
b. 기질 
c. 외투층 
d. 자유 변연부 

 

10.  손톱 균열에 랩핑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발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상부 칠 
b. 기초 칠 
c. 접착제 
d. 손톱 경화제 

 
 
 
 
 
 
 
 
 
 
 
 
 
 
 
 
 
 

 

손톱 기술  
(매니큐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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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a      4.  a        7.  c      10.  c 
2.  d      5.  a        8.  c       
3.  d      6.  b        9.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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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모든 방식을 위한 순환식 및 비순환식 욕조 및 스파의   
청소 및 소독 

 
모든 순환식 및 비순환식 욕조 또는 스파를 위한 권장되는 청소 및 소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 보호안경 및 니트릴 보호 
장갑 착용이 권장되며 소독약에 고객의 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1. 매 고객 또는 서비스 후에,  

2. 욕조의 물을 뺍니다  
3.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욕조를 청소합니다.  모든 필름을 제거하는 데, 특히 물 선에서,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욕조를 잘 

헹굽니다. 

4. 욕조에 물을 채웁니다.  

a. 다음에 따라서 적절한 소독약을 물에 첨가합니다 : 

i.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된 욕조를 제외하고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최소한, EPA 에 등록된, 살균성, 
살바이러스성, 살진균성, 및 살녹농균성(병원 용도로 제조된) 소독약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ii. 만약 욕조에 혈액이나 체액이 접촉되었으면, 최소한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혼합되고 사용되는, HIV –1 

및 인간 B 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적이거나 또는 살결핵균성인 EPA 등록 소독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b.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된 시간동안 비순환식 욕조에 소독약이 고여있도록 하거나 또는 순환식 욕조에는 
소독약이 순환하도록 합니다.   
   

5. 하루 일과 종료시 제거 가능 부품들(필터, 스크린 배수구, 제트 등)을 모두 제거해서 다음과 같이 제거 가능 부품들을 
청소합니다: 
 

a. 솔과 비누 또는 세제로 찌꺼기가 없을 때까지 문질러 닦습니다. 

b. 헹굽니다.  

c.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혼합하여 사용되는, EPA 에 등록된, 살균성, 살바이러스성, 살진균성, 및 살녹농균성(병원 
용도로 제조된) 소독약에 완전히 담굽니다.   

d. 헹굽니다. 

e. 공기중에서 말립니다. 

 

6. 소독된 부품(배수구, 제트 등)을 욕조에 교체하거나 또는 오염물로부터 격리된 소독된, 건조, 뚜겅으로 차단된 용기에 
보관합니다. 

 

살롱은 여분의 배수구와 제거가능 부품들을 구매 선택하여 미리 소독된 부품들을 즉시 교체해서 고객들 사이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이 접촉되었던 어떤 부품들이라도 최소한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혼합되고 
사용되는, HIV – 1 및 인간 B 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적이거나 또는 살결핵균성인 EPA 등록 소독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6 번과 같이 보관합니다.   2007 년 8 월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