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ONIC IGC 2021 REGULATION
HYPONIC IGC 2021의 규정은 코로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그루머, 모델견 에티켓 등의 규정은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Classes & Categories
PET TRIMMING
HYPONIC IGC 2021의 PET TRIMMING은 4개의 종목으로 나눠집니다.
① Sporting
: 가위컷+클리핑 종목으로 푸들Class와 비숑Class로 나눠집니다.
② Full Scissoring
: 전체 가위컷 종목으로 푸들Class와 비숑Class로 나눠집니다.
③ Creative Breeds
: 기타 견종 (포메라니안, 말티푸, 믹스견 등)
④ Change To Pure Breeds
: 푸들 변형 미용 (푸들 to 베를링턴, 푸들 to 케리블루 등)
참가자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 아래의 Clas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Beginners Class
- 필드경력 1년 미만의 그루머 (학원 경력 포함 최대 2년 미만)
- HYPONIC IGC 2021 참가신청시 증명서 (자격증)와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HYPONIC IGC 2021 Beginners Class에 참가한 그루머는 다음 해부터 동일한 Class로 참가
할 수 없습니다. (Intermediate Class로 참가)
PET TRIMMING의 Beginners Class는 ① Sporting / ② Full Scissoring 종목만 참가할 수 있
습니다.
② Intermediate Class
- 필드경력 1년 이상의 그루머
HYPONIC IGC 2021 Intermediate Class에서 입상하지 못한 그루머는 다음 해에도 Class 변
동없이 재출진 가능하며 입상한 후에는 Intermediate Class 재참가는 불가능하며 Open
Class로 출진을 해야합니다.
③ Open Class
- 2022년 신설 예정
- 교사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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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hampion Class
- 2023년 신설 예정
- Open Class에서 1위를 수상한 그루머를 위한 Class

SHOW TRIMMING
HYPONIC IGC 2021의 SHOW TRIMMING은 3개의 종목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독쇼에서 인정되는 견종과 미용 클립만 허용됩니다.
종목별, 견종별 특성에 따라 미용시간이 차등적으로 배정됩니다.
① Poodles
② Pure Breeds
③ Knife Breeds
: 나이프 견종 (테리어, 스파니엘)
그루머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 아래의 Clas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YPONIC IGC 2021의 SHOW TRIMMING 경우 첫 대회의 특성상 Intermediate Class만 참
가할 수 있습니다.
① Beginners Class
- 2022년 신설 예정
② Intermediate Class
- 현재 독쇼에서 인정되는 견종과 미용 클립의 기술 표현이 가능한 그루머
- 현재 쇼잉을 하고 있거나 필드 경력 5년 이상인 그루머
- 학원장 추천서를 지참한 그루머
HYPONIC IGC 2021 Intermediate Class에서 입상하지 못한 그루머는 다음 해에도 Class 변
동없이 재출진 가능하며 입상한 후에는 Intermediate Class 재참가는 불가능하며 Open
Class로 출진을 해야합니다.
③ Open Class
- 2022년 신설 예정
- 교사급 이상
- 공신력 있는 기관장 또는 학원장의 경력 증명
④ Champion Class
- 2023년 신설 예정
- Open Class에서 1위를 수상한 그루머를 위한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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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pects (일반사항)
모든 출진견은 목욕과 드라이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귀청소, 발톱컷 포함)
모든 출진견의 배와 항문, 발바닥은 클리핑 정돈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시저링 견종의 코트는 마지막 미용을 한 날로부터 최소 8주 이상 자라나야 하며, 대략적인
코트의 길이는 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Technical Aspects (기술사항)
PET TRIMMING
PET TRIMMING은 모든 도구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PET TRIMMING 입상을 한 모든 견종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상식 때 가벼운 악세사리 착
용이 가능합니다. (ex: 스카프, 케이프)
허용하지 않는 것: 대회 중의 컬러링 작업(염색), 펄, 스프레이

SHOW TRIMMING
SHOW TRIMMING의 모든 견종은 FCI와 AKC 스텐다드 브리드를 준수합니다.
① 푸들, 순수 견종
얼굴과 발등, 클리핑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도구: 클리퍼, 클립코움
허용되는 도구: 위 도구 외 견종에 필요한 도구 사용 가능
② 테리어/스파니엘
허용되는 도구
: 나이프, 스트리핑 스톤, 컬러파우더, 초크, 스프레이, 크림 등
클리퍼 인정 범위
- 스코티쉬 테리어: 배, 머리, 귀
- 웨스트 하이랜드 테리어: 배, 귀
- 스파니엘: 배, 귀
- 슈나우져: 배, 머리, 귀, 꼬리 밑(후지)
HYPONIC IGC 2021은 자격증 대회가 아니기에 자격 범위에 규정을 두지 않고 스타일과 미
용 기술의 난이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3 -

견종별 Allowed Time
종목별 대회 시작시간은 같으며 종료시간은 견종, 타입별로 다르게 운용됩니다.
대회 중 전광판에 타임을 공지하며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재알림을 합니다.
(1차: 마감 15분전 알림, 2차: 종료 알림)

PET TRIMMING
① Pet Trimming Beginners Class
- 모든 스타일 2시간
② Pet Trimming Intermediate Class
- Sporting: 기본 1시간 30분, 하이바 및 브러컬리 1시간 45분
- Full Scissoring: 푸들 1시간 45분, 비숑프리제 2시간
- Creative Breeds: 클리핑 견종 1시간 30분 / 풀시저링 견종 1시간 45분
- Change To Pure Breeds: 2시간

SHOW TRIMMING
① Poodles
- 토이 푸들(11“and under): 1시간 30분 (셋팅 견종 15분 추가)
- 미니어처 푸들(over 11“up to and including 17”): 1시간 45시간 (셋팅 견종 15분 추가)
- 미디엄 푸들(over 17“ up to and including 23”): 2시간 (셋팅 견종 15분 추가)
- 스탠다드 푸들(over 23“): 2시간 15분 (셋팅 견종 15분 추가)
② Pure Breeds
- 비숑프리제: 2시간
- 베들링턴테리어: 2시간
- 케리블루테리어: 2시간 15분
③ Knife Breeds
- 테리어(without clipper): 2시간 15분 (large size 2시간 30분)
- 테리어(with clipper): 1시간 45분 (large size 2시간)
- 스파니엘: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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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세미 시상식>
PET TRIMMING(오전)
① Intermediate
- Best Of Pet Style (스포팅 그룹)
: 푸들과 비숑 각각 1석(1st place)과 2석(2nd place) 시상
: 하이라이트 시상식에 출진 (4마리)
- Best Of Pet Scissoring (풀시저링 그룹)
: 위와 동일 (4마리)
- Best Of Pet Creative breed (창의적 그룹)
: 다견종 중 1석(1st place)과 2석(2nd place) 시상
: 하이라이트 시상식에 출진 (4마리)
- Best Of Breed Changed (변형 그룹)
: 위와 동일 (4마리)
- Best Of Breed Trend (트랜드상)
: 외부인사가 선정한 베스트 트랜드 한 마리 시상
② Novice(Beginners)
- Best Of Pet Style (스포팅 그룹)
: 1석까지 시상을 마친 후 하이라이트 시상식에 출진 (2마리)
- Best Of Pet Scissoring (풀시저링 그룹)
: 위와 동일 (2마리)

SHOW TRIMMING(오후)
- Best Of Show Trimming Poodle
: 1석부터 3석까지 시상
: 하이라이트 시상식에 출진 (3마리)
- Best Of Show Trimming Pure Breed
: 위와 동일
: 비숑이 두 석을 차지할 경우에는 한 마리만 하이라이트 시상식에 출진
- Best Of Show Trimming Knife Breed
: 위와 동일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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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시상식>
PET TRIMMING
- Best Of Pet Style (스포팅 그룹)
: 푸들과 비숑 중 한 마리 시상
- Best Of Pet Scissoring (풀시저링 그룹)
: 푸들과 비숑 중 한 마리 시상
- Best Of Pet Creative breed (창의적 그룹)
: 포메라니언, 말티푸, 믹스견종의 미용으로 어떤 스타일도 가능하며 이들 그룹에서 한
마리 시상
- Best Of Breed Changed (변형 그룹)
: 변화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한 마리 시상

SHOW TRIMMING
- Best Of Show Trimming Poodle (푸들그룹)
: 3가지 스타일(클립)의 견들 중 한 마리 시상
- Best Of Show Trimming Pure Breed (순수견종그룹)
: 베들, 비숑, 케리블루 중 한 마리 시상
- Best Of Show Trimming Knife Breed (나이프작업이 들어가는 그룹)
: 테리어, 스파니엘 중 한 마리 시상
- Make-Over (가장 많은 변화를 준 견에게 시상)
: 비포와 에프터가 완전히 다르거나 비포와 에프터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클립에 주는 상으로 Show Trimming에 한하여 수여

Best In Show(Pet Trimming)
: PET TRIMMING에서 가장 큰 점수를 획득한 그루머에게 시상

Best In Show
: SHOW TRIMMING에서 가장 큰 점수를 획득한 그루머에게 시상

Master Groomer
: PET TRIMMING과 SHOW TRIMMING에 모두 참가하여 입상한 그루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그루머에게 시상
: 대회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시상자는 그루마니아 2022 출진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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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스포팅 ②풀시저링 ③크레에이티브 ④체인지 투> 상세설명
①스포팅과 ②풀시저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용 트랜드이자 대표적인 미용 스타일입니다. 이런 팬시한 트랜드를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견종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푸들과 비숑 이기에 이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는 <푸들과 비숑> 두 견종으로만 진행하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팅과 풀시저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용 스타일이란 것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스포팅과 풀시저링이 Asian Fusion Style이 아닌 K-Grooming 으로 확고한 자리매
김을 해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기에 스탠드화된 스타일 고정에 있어 심사평의 공정성과
단일성을 위해 다른 이하의 스타일 변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스포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용으로 몸을 밀고 네 다리는 가위컷을 하며 얼굴은 하이바나 귀툭,
브로컬리등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 얼굴을 테디베어컷 또는 클리퍼 사용으로 머즐 폭이 줄
어드는 경우는 1시간 30분내 완성을 해야 합니다. 미용 제한 시간에 대해 아래 참조를 부탁
드립니다.
* 발등 올리기와 발등 덮기 모두 가능
* 몸 클리핑-0.5cm 이상
* 다리 시저링: 기둥모양 또는 나팔모양의 컷 등 반드시 다리 전체를 커트해야 함 (판타롱은
인정하지 않음)
* 얼굴-귀 분리(귀툭), 하이바, 브로컬리, 테디베어, 베들링턴, 무스타슈, 모학, 언발란스, 몽키,
캔디
* 시간: 테디베어, 무스타슈, 모학 1시간 30분
귀 분리(귀툭), 하이바, 브로컬리, 몽키, 캔디, 베들링턴, 언발란스 1시간 45분
스텐다드 푸들 2시간 ~ 2시간 15분
②풀시저링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으로 전체 가위로만 진행을 하며 현재 필드에서 쇼잉하는 순수한 정통
스타일만 가능합니다. 스타일에 따른 시간차이는 없으며 하이바 테디베어 모두 같은 2시간
내 완성을 합니다.
* 발등 올리기와 발등 덮기 모두 가능
* 몸, 다리 길이: 미용한 날로부터 8주 이상의 길이이어야 하며 대회 당일 기준은 3cm 이상
이어야 함
* 몸, 다리 시저링: 기둥 모양 또는 나팔 모양의 컷 (하트나, 리본 등의 패턴은 인정하지 않
음)
* 얼굴: 귀 분리(귀툭), 하이바 브로컬리, 테디베어, 베들링턴, 무스타슈, 모학, 언발란스, 몽키,

- 7 -

캔디
* 시간: 모든 스타일 2시간
스텐다드 푸들 2시간 15분 ~ 2시간 30분
③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브리즈는 기타견종인 non-breeds로 다양한 견종들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
고자 하는 그루머의 창의성 표현 및 개발을 지향합니다.
* 도구: 모델견의 건강에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도구 및
용품을 허용함
1) 허용하지 않는 도구 및 용품: 반짝이 펄, 염색파우더, 염색약(염색행위), 헤어스프레이(펫
미용에만 금지, 쇼미용은 사용 가능)
2) 허용하는 도구 및 용품: 목에 착용할 수 있는 스카프 등의 가벼운 액세서리, 헤어업을 위
한 고무 밴드 또는 리본, 사전염색 (전체 바디의 1/3을 넘지 않아야 함)
* 출진 가능 견종: 말티즈, 푸들, 비숑, 꼬똥, 슈나우저, 포메라이언, 말티푸, 요크셔테리어, 시
츄, 코카스파니엘
* 스타일버젼: 스포팅, 풀시저링, 판타롱, 슈나퓨전, 코카퓨전, 염색포함스타일, 패턴포함스타
일
* 시간: 미디엄 사이즈 이하 모두 2시간
스텐다드 푸들&라지브리드 스포팅 2시간 15분 / 풀시저링 2시간 30분
④체인지 투
체인지는 다른 견종이 아닌 푸들에서만 시작하며 2시간 이내 완성을 해야 합니다.
푸들 to 순수견종 (비숑, 베들링턴, 슈나, 케리블루 등)
푸들 to 푸들인 경우는 공식 인정된 클립 중 6종류만 허용합니다. (볼레로맨하탄, 파자마더
치, 로얄더치, 켄넬&램, 퍼스트콘티넨탈, 볼레로맨하탄)
푸들의 기본 클리핑은 대회 전 정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허용하지 않는 클리핑 : 발등, 머즐, 배 등 기본 클리핑 섹션
* 허용하는 클리핑 :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섹션 (베들링턴, 슈나우저 등 목과 얼굴 클리핑/
푸들 스타일 미용의 파팅라인)
* 시간: 모든 스타일 2시간
스텐다드 푸들 2시간 15분 ~ 2시간 30분
<모든 참가자 공통 사항>
① 가운: 개인 자율화 (브랜드 마크가 있는 기존 기성복은 가능하나 타 업체 홍보용 가운
불가)
② 테이블보: 미용 시 테이블 위에는 어떠한 미끄럼 방지 패드도 인정하지 않으며, 테이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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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미용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한 자신의 모델견과 매칭해 잘 어울리는
드레스나 테이블보는 추천하나 타 업체 홍보용 테이블보는 불가)
③ 기본 세팅 기자재: 그루밍 테이블 (75x45x83), (75x45x80), 테이블 암, 보조 의자, 미용용
품 보관 트레이
④ 개인물품 보관서비스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⑤ 대회 시작 1시간 간격 10분 브레이크 타임 (강아지 화장실 이용 가능)
⑥ 별도의 강아지 화장실 설치
⑦ 별도의 목욕룸, 드라이룸 설치 (호텔 객실층 내)
- 욕조 2개, 드라이 5대, 스피드 2대 설치 예정이며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릴 수 있기에
목욕룸, 드라이룸 입구에 비치된 대기리스트 작성을 통해 자율 예약, 사용
- 대회 전날인 11월 17일 오전 11시부터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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