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사)한국네일미용사회 일렉트릭화일(드릴머신)강사 실기시험 규정

1. 자격명칭 : 일렉트릭화일강사 (드릴머신) 자격시험

2. 시험내용 : 실기시험(작업형 3교시)

3. 실기시험 과제유형

교시별 
과제명

제1과제(40분) 제2과제(40분) 제4과제(30분)

제품컨트롤 일렉트릭화일 디자인 강의계획서

쉐입 라운드->스퀘어 라운드->스퀘어

세부과제

① 큐티클라인 제거 
(검은색선) : 중지,약지
② 레드컬러젤 풀코트 
제거 : 소지

① 블랙컬러젤 풀코트 제거 
: 엄지
② 
블랙컬러젤->엘로우컬러젤 
풀코트 제거 : 검지

①강의계획서 제출

인조손 3손가락
(중지,약지,소지)

인조손 2손가락
(엄지,검지)

사전 강의계획서 
작성 후 당일 제출

배점 100 100 100

4. 1교시 과제 내용 요약 :

   큐티클라인(검은색선) 제거 (중지, 약지) & 레드컬러젤 풀코트 제거 (소지)

  - 사전작업 : 

    ① 내추럴 라운드 풀팁에 베이스젤 -> 화이트컬러젤 풀코트 -> 레드컬러젤 풀코트 -> 

탑젤 순으로 시술 후 인조손 1개 3손가락(중지, 약지, 소지)에 단단히 부착한다.

    ② 중지와 약지 2손가락에 부착한 팁에 검정색 네임펜(중간글씨용)으로 큐티클라인과 

비슷하게 라운드형태의 선을 3개 그린다.(팁을 4등분하여 검정 선을 3개 그림)

    ③ 쉐입은 내추럴 라운드 풀팁 상태로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

    ④ 팁은 내추럴 라운드 풀팁으로 2호 ~ 5호를 인조손가락 사이즈에 맞춰 사용한다.

  - 시험시작 :

    ① 중지, 약지, 소지 3손가락 팁의 길이를 젤제거비트를 사용하여 내추럴 라운드 풀팁 

상태에서 스퀘어로 변경한 후 파일로 쉐입을 마무리한다.

    ② 케어비트를 사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중지와 약지 2손가락의 검정색선만 제거한다. 단, 

레드컬러젤은 제거하지 않는다.

    ③ 젤제거비트를 사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소지 1손가락의 레드컬러젤 풀코트를 드릴로 

제거한다. 단, 화이트컬러젤은 제거하지 않는다.

  - RPM은 최소 6,000RPM에서 최대 10,000RPM을 넘지 않는다.

  1)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수험자와 인조손을 소독하시오.

  2) 젤제거비트로 3손가락의 쉐입을 스퀘어로 변경한다.

  3) 케어비트로 중지와 약지의 검정색선 6줄을 제거한다.

  4) 젤제거비트로 소지의 레드컬러젤 풀코트를 제거한다.

  5) 마무리로 팁 주변정리와 쉐입의 거스르미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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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교시 과제 내용 요약 :

    블랙컬러젤 풀코트 제거 (엄지) & 블랙컬러젤->엘로우컬러젤 풀코트 순으로 제거 (검지)

  - 사전작업 : 

    ① 내추럴 라운드 풀팁에 베이스젤 -> 화이트컬러젤 풀코트 -> 엘로우컬러젤 풀코트 -> 

블랙컬러젤 풀코트 -> 탑젤 순으로 시술 후 인조손 1개 2손가락(엄지, 검지)에 단단히 

부착한다.

    ② 쉐입은 내추럴 라운드 풀팁 상태로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

    ③ 팁은 내추럴 라운드 풀팁으로 2호 ~ 5호를 인조손가락 사이즈에 맞춰 사용한다.

  - 시험시작 :

    ① 엄지, 검지 2손가락 팁의 길이를 젤제거비트를 사용하여 내추럴 라운드 풀팁 상태에서 

스퀘어로 변경한 후 파일로 쉐입을 마무리한다.

    ② 젤제거비트를 사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엄지 1손가락의 블랙컬러젤 풀코트를 드릴로 

제거한다. 단, 엘로우컬러젤은 제거하지 않는다.

    ③ 젤제거비트를 사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검지 1손가락의 블랙컬러젤 풀코트와 

엘로우컬러젤 풀코트를 드릴로 제거한다. 단, 화이트컬러젤은 제거하지 않는다.

  - RPM은 최소 6,000RPM에서 최대 10,000RPM을 넘지 않는다.

  1)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수험자와 인조손을 소독하시오.

  2) 젤제거비트로 2손가락의 쉐입을 스퀘어로 변경한다.

  3) 젤제거비트로 엄지의 블랙컬러젤 풀코트를 제거한다.

  4) 젤제거비트로 검지의 블랙컬러젤 풀코트와 엘로우컬러젤 풀코트 순으로 제거한다.

  5) 마무리로 팁 주변정리와 쉐입의 거스르미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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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교시 과제 내용요약 : 강의계획서 제출

  - 사전에 제공된 강의계획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시험 당일 제출한다.

* 각 과제 작업 종료 후 다음과제 준비 시간이 부여된다.

< 전 과제 공통 사항 >

1) 과제별 시험 시작 전 준비시간에 해당 시험 과제의 모든 준비물을 정리함(흰색 바구니)에 담아 세

팅하여야 하며, 시험 중에는 도구 또는 재료를 꺼낼 수 없습니다.

2) 지참하는 준비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면 무방합니다. 단, 지정된 브랜드 사용은 규정에 따

라야 합니다.

3) 수험자가 도구 또는 재료에 구별을 위해 표식(스티커 등)을 만들어 붙일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위생봉투(투명비닐)를 준비하여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대에 부착합니다.

5) 작업 시 사용되는 일회용 재료 및 도구는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하고, 과제 시작 전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6) 시험 응시 시 적합한 자세와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멸균 거즈를 보조용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월류의 경우는 비슷한 크기이면 무방합니다.

※ 수험자 지참준비물 중 기타 필요한 재료의 추가 지참은 가능합니다.

※ 공개문제 및 수험자 지참 준비물에 언급된 도구 및 재료 중 기타 실기시험에서 요구한 작업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험자가 네일 미용 작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료 및 도구 등

은 더 추가 지참 할 수 있습니다.

※ 수험자 복장 : 마스크(흰색), 상의-흰색 위생가운, 하의-바지(색상 및 소재 무관)

7. 수험자 지참 재료 목록

번호 지참재료명 규격 수량 비고
1 인조손 1
2 위생가운 1
3 마스크(흰색) 1
4 손목 받침대 또는 타월(흰색) 1
5 손 소독제 적당량
6 탈지면 용기 1
7 탈지면(화장솜) 적당량
8 위생봉투(투명비닐) 1
9 더스트 브러시 1
10 내추럴 풀팁 라운드형 2호~5호 5
11 드릴 본체 1
12 케어비트 1
13 젤제거비트 적당량
14 고글 1 안경으로 대체 가능
15 화일 적당량
16 비트 소독제 적당량
17 비트거치대 1
18 흡진기 1
19 정리함(흰색바구니) 1
20 물티슈 적당량
21 멀티탭 3구용 1~2m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