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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TH ANNIVERSARY OF KKC IN 2018



        

사)한국애견협회 창립 30주년

 

KKC 30주년 기념 인터내셔널 도그쇼  
& 국제 애견미용 경연대회

KKC 30 th  ANNIVERSARY INT'L DOG SHOW

1일차 행사(금)
  ● 반려견 스타일 리스트(미용사) 자격 검정 시험

  ● 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NGKC.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KKC. Mrs, Jang jung hee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2일차 행사(토)
   ● IJA 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You beyng ha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3일차 행사(일)
    ●  I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 외국 전문가 초청 교육. 세미나 

      - 테리어 코카스파니엘 미용세미나(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교육(일, 옹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자격증 발행(무급부터, 교육 이수시)
      - 미국 IJA 미용사 자격증 무료발급(3급부터, 교육 이수시)
      - 수료증 무료발급

쇼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견종 : 푸들

1)콘티넨탈

2)잉글리쉬  새들

3)스칸디나비안

4)모던   

5)저먼 (테리어)

밴드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1)Desi

2)타운& 컨트리

3)스윗하트

4)스파이럴(꽈배기)

5)더치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4)와 5)를 선택 하신 참가자의 견종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펫 트림 스타일

1)아시아스타일 –푸들 얼굴과 푸들 발(짧게 클립핑한 얼굴과 발)

2)아시아스타일 –가위컷한 얼굴과 발

3)아시아스타일 –다양한 푸들 얼굴과 발 그리고 가위컷한 얼굴과 발

4)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5)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추상 

Line and Shape

위그 아트 경연대회 첫 번째 날 요
구 사항은 선과 모양의 정확한 유
지에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거나 
나선형으로 멋지게 표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동물 관련
위그 아트

모형 개 모형 대회의 둘째 날은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
력을 발휘해볼 차례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 또는 상상의 동물로 
여러분의 동화 속 환타지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상의 동물 표현.

1일차(토)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한국(KkC) : Mr. Jung Chang sik
● (B링)중국(NGKC) : Mr. Steven Shen
● (C링)미국(AKC) : Mr. Jerry Watson(BIWS) 심사

-스페셜 티쇼(토)-
● (D링)미국 Mr.
● 시베리언허스키/골든 리트리버
● 시간 : 12시 10분~13시 10분 까지

2일차(일)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일본 (KCJ) Mr. Yoshito Watanabe(KCJ 회장)
● (B링)미국 (AKC) Mr. Sandy Wheat
● (C링)스페인 (ACW) Mrs. Maria Eugenia(ACW 회장)

- 스페셜티쇼(일)-
● (D링)미국 Mr.
● 뽀메라니언/치와와 장모/비숑
● 시간 :１２시~13시 10분 까지

※ 20두 이상 신청시 스페셜티쇼 진행 가능함.

KKC 30th Anniversary INT'L DogShow

KKC 30th Anniversary INT'L GroomContest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22일(일) 3일간
● 장소 : 한국 인천송도 컨벤션센터(인천국제공항 근처) 
● 주최 : 사)한국애견협회(KKC)
● 협찬 : 한국마즈/사조참치/KEB하나은행/삼성애견보험/현대애견보험

(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KENNEL CLUB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문화관 3층
Tel : 02-2265-3349 Fax : 02-2272-7925
E -mail : kkcdog@chol.com

The 30th Anniversary of KKC in 2018
Date & Venue
◆Date : April 19th~22nd, 2018 (4 days)
◆Venue : Songdo ConvensiA

123 Central Street, Yeonsu-gu, Incheon 21998 Korea
Website www.songdoconvensia.com 
15 minutes away by car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ternational eco 
- friendly LEED - certified convention center and architectural art with a 
beautiful design.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department store, shopping 
mall, restaurant and the central park.

◆Conducted by : Korean Kennel Club (KKC) 
◆Supported by : MAFRA. Korean Kennel Club Rescue Dog(KKCRD)
◆Sponsored by :   Mars Korea, Sajo Ind, KEB Hana Bank, Samsung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Hyundai Marine and Fire Insurance Co. 

◆Participating Nation :   South Korea, USA, China, Japan, Taiwan, Hungary, France, 
Germany, Canada, Spain, Indonesia, Hong Kong

◆Dog Show Judge
   Mrs.Sandy Wheat(AKC)
   Mr.Richard Paquette(CKC)
   Mr.Richard Miller(AKC)

   Mr.Jerry Watson(AKC)
   Mrs.Maria Ribelles(ACW)
   Mr.Richard Miller(AKC)

◆Grooming Judge
   Mrs.Vivian Nash(USA)
   Mrs.Trudy Kemp VanArsdale(USA)
   Mr.Jonathan David(USA)
   Mrs.Mavis Hao(China)
   Mr.Frank Su(Taiwan)
   Mr.Yoo, Byung Hwan(Korea)
   Mrs.Audrey Ding(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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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265-3349 Fax : 02-2272-7925
E -mail : kkcdog@chol.com

Saturday April 21st (09:00 am~17:00 pm) Sunday April 22nd (09:00 am~17:00 pm)

⊙ Mrs.Sandy Wheat(AKC)

⊙ Mr.Richard Paquette(CKC)

⊙ Mr.Richard Miller(AKC)Speciality Show 

☆ Siberian Husky / Golden Retriever / French Bulldog

⊙ Mr.Jerry Watson(AKC)

⊙ Mrs.Maria Ribelles(ACW)

⊙ Mr.Richard Miller(AKC)Speciality Show 

☆ Pomeranian / Chihuahua / Bichon Frise

☆ Subject to total entry of more than 20 per a breed 

Entrance Fee

Dog Show Fee
⊙ Baby : $5.00 / $10.00 for each dog per day
⊙ KKC Dog Show : $10.00 for each dog per day
⊙ UAKC Dog Show : $10.00 for each dog per day
⊙ ACW Dog Show : $15.00 for each dog per day
⊙ Speciality Show : $10.00 for each dog per day

Booth Fee
⊙ General Booth (3m x 3m) : $50.00 per day 
⊙ Commercial Booth (3m x 3m) : $1,000.00 per day

Advertisement Fee
⊙ Fee : $250.00 per day

Deadline for payment 
⊙ 1st deadline : March 30th, 2018 18:00 pm
⊙ 2st deadline : April 06th, 2018 18:00 pm

Incheon International Dog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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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5)를 선택 하신 참가자의 견종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펫 트림 스타일

1)아시아스타일 –푸들 얼굴과 푸들 발(짧게 클립핑한 얼굴과 발)

2)아시아스타일 –가위컷한 얼굴과 발

3)아시아스타일 –다양한 푸들 얼굴과 발 그리고 가위컷한 얼굴과 발

4)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5)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추상 

Line and Shape

위그 아트 경연대회 첫 번째 날 요
구 사항은 선과 모양의 정확한 유
지에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거나 
나선형으로 멋지게 표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동물 관련
위그 아트

모형 개 모형 대회의 둘째 날은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
력을 발휘해볼 차례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 또는 상상의 동물로 
여러분의 동화 속 환타지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상의 동물 표현.

1일차(토)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한국(KkC) : Mr. Jung Chang sik
● (B링)중국(NGKC) : Mr. Steven Shen
● (C링)미국(AKC) : Mr. Jerry Watson(BIWS) 심사

-스페셜 티쇼(토)-
● (D링)미국 Mr.
● 시베리언허스키/골든 리트리버
● 시간 : 12시 10분~13시 10분 까지

2일차(일)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일본 (KCJ) Mr. Yoshito Watanabe(KCJ 회장)
● (B링)미국 (AKC) Mr. Sandy Wheat
● (C링)스페인 (ACW) Mrs. Maria Eugenia(ACW 회장)

- 스페셜티쇼(일)-
● (D링)미국 Mr.
● 뽀메라니언/치와와 장모/비숑
● 시간 :１２시~13시 10분 까지

※ 20두 이상 신청시 스페셜티쇼 진행 가능함.

KKC 30th Anniversary INT'L DogShow

KKC 30th Anniversary INT'L GroomContest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22일(일) 3일간
● 장소 : 한국 인천송도 컨벤션센터(인천국제공항 근처) 
● 주최 : 사)한국애견협회(KKC)
● 협찬 : 한국마즈/사조참치/KEB하나은행/삼성애견보험/현대애견보험

(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KENNEL CLUB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문화관 3층
Tel : 02-2265-3349 Fax : 02-2272-7925
E -mail : kkcdog@chol.com

KKC Pet Stylist Competition

Date & Venue
◆Date : April 20th, 2018 14:00 pm~16:30 pm
◆Venue : Songdo Convensia Hall 1
◆Judge : Mrs. Eunkyung Kang (President of KKC Pet Stylist Sub-commiitte)

Mrs.Audrey Ding(Judge of NGKC, China)
Mr. Sungkoo Ahn (President of KKC Pet Stylist Sub-commiitte)
KKC Grooming judges and CEO of Grooming School

TYPE CLASS LEVEL AWARD TIME

Real Dog
1 GRNAD 

PRIZE

①Salong Free Style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2 hours

②Poodle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Toy & Miniature : 
2 hours
Standard : 2 hour 
& 30 minutes

③Terrier & Sporting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2 hour & 30 
minutes

④Pure Breed
(All other pure breed 

trim style except  
②,③)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2 hours

TYPE CLASS LEVEL AWARD TIME

Model Dog
1 GRNAD 

PRIZE

①Salong Free Style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2 hours

②Poodle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2 hours

③All other pure 
breed trim style 
except poodle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2 hour & 30 
minutes

④Creative 
(Individual, Team)

Novice
Intermediate 

Master
Sponsor

-   Gold, Sliver, Bronze and 
Subsidy for each class

-   Excellent prize between the 
Gold prizes

3 hours



        

사)한국애견협회 창립 30주년

 

KKC 30주년 기념 인터내셔널 도그쇼  
& 국제 애견미용 경연대회

KKC 30 th  ANNIVERSARY INT'L DOG SHOW

1일차 행사(금)
  ● 반려견 스타일 리스트(미용사) 자격 검정 시험

  ● 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NGKC.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KKC. Mrs, Jang jung hee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2일차 행사(토)
   ● IJA 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You beyng ha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3일차 행사(일)
    ●  I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 외국 전문가 초청 교육. 세미나 

      - 테리어 코카스파니엘 미용세미나(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교육(일, 옹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자격증 발행(무급부터, 교육 이수시)
      - 미국 IJA 미용사 자격증 무료발급(3급부터, 교육 이수시)
      - 수료증 무료발급

쇼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견종 : 푸들

1)콘티넨탈

2)잉글리쉬  새들

3)스칸디나비안

4)모던   

5)저먼 (테리어)

밴드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1)Desi

2)타운& 컨트리

3)스윗하트

4)스파이럴(꽈배기)

5)더치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4)와 5)를 선택 하신 참가자의 견종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펫 트림 스타일

1)아시아스타일 –푸들 얼굴과 푸들 발(짧게 클립핑한 얼굴과 발)

2)아시아스타일 –가위컷한 얼굴과 발

3)아시아스타일 –다양한 푸들 얼굴과 발 그리고 가위컷한 얼굴과 발

4)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5)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추상 

Line and Shape

위그 아트 경연대회 첫 번째 날 요
구 사항은 선과 모양의 정확한 유
지에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거나 
나선형으로 멋지게 표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동물 관련
위그 아트

모형 개 모형 대회의 둘째 날은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
력을 발휘해볼 차례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 또는 상상의 동물로 
여러분의 동화 속 환타지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상의 동물 표현.

1일차(토)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한국(KkC) : Mr. Jung Chang sik
● (B링)중국(NGKC) : Mr. Steven Shen
● (C링)미국(AKC) : Mr. Jerry Watson(BIWS) 심사

-스페셜 티쇼(토)-
● (D링)미국 Mr.
● 시베리언허스키/골든 리트리버
● 시간 : 12시 10분~13시 10분 까지

2일차(일)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일본 (KCJ) Mr. Yoshito Watanabe(KCJ 회장)
● (B링)미국 (AKC) Mr. Sandy Wheat
● (C링)스페인 (ACW) Mrs. Maria Eugenia(ACW 회장)

- 스페셜티쇼(일)-
● (D링)미국 Mr.
● 뽀메라니언/치와와 장모/비숑
● 시간 :１２시~13시 10분 까지

※ 20두 이상 신청시 스페셜티쇼 진행 가능함.

KKC 30th Anniversary INT'L DogShow

KKC 30th Anniversary INT'L GroomContest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22일(일) 3일간
● 장소 : 한국 인천송도 컨벤션센터(인천국제공항 근처) 
● 주최 : 사)한국애견협회(KKC)
● 협찬 : 한국마즈/사조참치/KEB하나은행/삼성애견보험/현대애견보험

(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KENNEL CLUB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문화관 3층
Tel : 02-2265-3349 Fax : 02-2272-7925
E -mail : kkcdog@chol.com

The 2nd IJA Sanctioned World Championship Model Dog 

Grooming Competition(Pure breeds and Creative)  

April 19th, 2018

◆Dog World Championship Preconference

Time Competitors pre-meeting

Venue Seminar Room No.117/118 of Songdo Convensia

April 20th, 2018 (09:30~12:15)

◆PURE BREED - Show trims (Poodle Trim Styles)

7:30 am ~ 8:30 am Competitor Check In & Before Photos 
8:30 am ~ 9:30 am Brush and Assembly
9:30 am ~ Model Dog Competition Starts
12:15 pm Competition Finish
12:15 pm~ 12:45 pm Judging and After photos
12:45 pm ~ 1:15 pm Lunch break 

1) Continental

2) English saddle

3) Puppy 1 FCI

4) Scandinavian 

5) AKC PUPPY

April 20th, 2018 (14:45~17:45)

◆Creative

1:15 pm ~ 1:45 pm Competitor Check In & Before Photos 
1:45 pm ~ 2:45 pm Brush and Assembly 
2:45 pm Model dog Competition Starts 
5:45 pm Competition Finish 
5:45 pm ~ 5:55 pm Prepare costumes and presentation 
5:55 pm ~ 6:25 pm Judging and After photos 
6:25 pm Award 

Lines and Shapes : 
Object, Abstract Lines, People, 
place and Holiday Theme

April 21st, 2018 (09:30~12:00)

◆PURE BREED - Banded trims (Poodle Trim Styles)

7:30 am ~ 8:30am Competitor Check In & Before Photos 
8:30 am ~ 9:30 am Brush and Assembly 
9:30 am ~ Model Dog Competition Starts 
12:00 pm Competition Finish 
12:00 pm~ 12:30 pm Judging and After photos 
12:30 pm ~ 1:15 pm Lunch break 

1) Sweetheart 

2) Town and Country 

3) Desi

4) Spiral 

5) Dutch

April 21st, 2018 (14:45~17:45)

◆Creative

1:15 pm ~ 1:45 pm Competitor Check In & Before Photos 
1:45 pm ~ 2:45 pm Brush and Assembly
2:45 pm Model dog Competition Starts 
5:45 pm Competition Finish 
5:45 pm ~ 5:55 pm Prepare costumes and presentation
5:55 pm ~ 6:25 pm Judging and After photos
6:25 pm Award

Animal Instincts : Real and Imaginary 



        

사)한국애견협회 창립 30주년

 

KKC 30주년 기념 인터내셔널 도그쇼  
& 국제 애견미용 경연대회

KKC 30 th  ANNIVERSARY INT'L DOG SHOW

1일차 행사(금)
  ● 반려견 스타일 리스트(미용사) 자격 검정 시험

  ● 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NGKC.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KKC. Mrs, Jang jung hee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2일차 행사(토)
   ● IJA 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You beyng ha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3일차 행사(일)
    ●  I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 외국 전문가 초청 교육. 세미나 

      - 테리어 코카스파니엘 미용세미나(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교육(일, 옹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자격증 발행(무급부터, 교육 이수시)
      - 미국 IJA 미용사 자격증 무료발급(3급부터, 교육 이수시)
      - 수료증 무료발급

쇼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견종 : 푸들

1)콘티넨탈

2)잉글리쉬  새들

3)스칸디나비안

4)모던   

5)저먼 (테리어)

밴드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1)Desi

2)타운& 컨트리

3)스윗하트

4)스파이럴(꽈배기)

5)더치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4)와 5)를 선택 하신 참가자의 견종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펫 트림 스타일

1)아시아스타일 –푸들 얼굴과 푸들 발(짧게 클립핑한 얼굴과 발)

2)아시아스타일 –가위컷한 얼굴과 발

3)아시아스타일 –다양한 푸들 얼굴과 발 그리고 가위컷한 얼굴과 발

4)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5)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추상 

Line and Shape

위그 아트 경연대회 첫 번째 날 요
구 사항은 선과 모양의 정확한 유
지에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거나 
나선형으로 멋지게 표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동물 관련
위그 아트

모형 개 모형 대회의 둘째 날은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
력을 발휘해볼 차례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 또는 상상의 동물로 
여러분의 동화 속 환타지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상의 동물 표현.

1일차(토)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한국(KkC) : Mr. Jung Chang sik
● (B링)중국(NGKC) : Mr. Steven Shen
● (C링)미국(AKC) : Mr. Jerry Watson(BIWS) 심사

-스페셜 티쇼(토)-
● (D링)미국 Mr.
● 시베리언허스키/골든 리트리버
● 시간 : 12시 10분~13시 10분 까지

2일차(일)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일본 (KCJ) Mr. Yoshito Watanabe(KCJ 회장)
● (B링)미국 (AKC) Mr. Sandy Wheat
● (C링)스페인 (ACW) Mrs. Maria Eugenia(ACW 회장)

- 스페셜티쇼(일)-
● (D링)미국 Mr.
● 뽀메라니언/치와와 장모/비숑
● 시간 :１２시~13시 10분 까지

※ 20두 이상 신청시 스페셜티쇼 진행 가능함.

KKC 30th Anniversary INT'L DogShow

KKC 30th Anniversary INT'L GroomContest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22일(일) 3일간
● 장소 : 한국 인천송도 컨벤션센터(인천국제공항 근처) 
● 주최 : 사)한국애견협회(KKC)
● 협찬 : 한국마즈/사조참치/KEB하나은행/삼성애견보험/현대애견보험

(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KENNEL CLUB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문화관 3층
Tel : 02-2265-3349 Fax : 02-2272-7925
E -mail : kkcdog@chol.com

April 22nd, 2018 (09:30~12:00)

◆PURE BREED - Competition Trims (Poodle Trim Styles)

7:30 am ~ 8:30am Competitor Check In & Before Photos
8:30 am ~ 9:30 am Brush and Assembly 
9:30 am ~ Model Dog Competition Starts 
12:00 pm Competition Finish 
12:00 pm~ 12:30 pm Judging and After photos 
12:30 pm ~ 1:15 pm Lunch break

1) Modern

2) German

3) Asian - No Color or Decorative

4) Pure Breed - Bichon Frise
5) Pure Breed - Bedlington Terrier  
(South Korea) 

April 22nd, 2018 (14:45~17:45)

◆Creative

1:15 pm ~ 1:45 pm Competitor Check In & Before Photos 
1:45 pm ~ 2:45 pm Brush and Assembly 
2:45 pm Model dog Competition Starts 
5:45 pm Competition Finish 
5:45 pm ~ 5:55 pm Prepare costumes and presentation 
5:55 pm ~ 6:25 pm Judging and After photos 
6:25 pm Award 

Gorgeous Gardens, Fabulous 
Flowers and Beautiful Birds and 
Bees

Notice

1. Competitors must not talk to other competitors till all judges finish judging.

2. Competitors must not take any pictures of other competitors' work till all judges finish judging. 

3. Competitors must not leave their table to go see other competitors' work till all judges finish judging.

4. Each country's judges must not talk to their own county's competitors.

5. Only IJA judges, designated translators and authorized photographer can enter the competition ring and must 

wear PHOTO ID. 

Judges : Vivian Nash, Jonathan David, Trudy Kemp VanArsdale, Yoo, Byung Hwan, Mavis Hao, Frank Su



        

사)한국애견협회 창립 30주년

 

KKC 30주년 기념 인터내셔널 도그쇼  
& 국제 애견미용 경연대회

KKC 30 th  ANNIVERSARY INT'L DOG SHOW

1일차 행사(금)
  ● 반려견 스타일 리스트(미용사) 자격 검정 시험

  ● 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NGKC.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KKC. Mrs, Jang jung hee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2일차 행사(토)
   ● IJA 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You beyng ha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3일차 행사(일)
    ●  I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 외국 전문가 초청 교육. 세미나 

      - 테리어 코카스파니엘 미용세미나(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교육(일, 옹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자격증 발행(무급부터, 교육 이수시)
      - 미국 IJA 미용사 자격증 무료발급(3급부터, 교육 이수시)
      - 수료증 무료발급

쇼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견종 : 푸들

1)콘티넨탈

2)잉글리쉬  새들

3)스칸디나비안

4)모던   

5)저먼 (테리어)

밴드  트림 

스타일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1)Desi

2)타운& 컨트리

3)스윗하트

4)스파이럴(꽈배기)

5)더치

위그 순수
견종 : 푸들

4)와 5)를 선택 하신 참가자의 견종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펫 트림 스타일

1)아시아스타일 –푸들 얼굴과 푸들 발(짧게 클립핑한 얼굴과 발)

2)아시아스타일 –가위컷한 얼굴과 발

3)아시아스타일 –다양한 푸들 얼굴과 발 그리고 가위컷한 얼굴과 발

4)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5)아시아스타일-프리스타일(푸들을   다른견종으로 표현 
– 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추상 

Line and Shape

위그 아트 경연대회 첫 번째 날 요
구 사항은 선과 모양의 정확한 유
지에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거나 
나선형으로 멋지게 표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동물 관련
위그 아트

모형 개 모형 대회의 둘째 날은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
력을 발휘해볼 차례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 또는 상상의 동물로 
여러분의 동화 속 환타지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상의 동물 표현.

1일차(토)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한국(KkC) : Mr. Jung Chang sik
● (B링)중국(NGKC) : Mr. Steven Shen
● (C링)미국(AKC) : Mr. Jerry Watson(BIWS) 심사

-스페셜 티쇼(토)-
● (D링)미국 Mr.
● 시베리언허스키/골든 리트리버
● 시간 : 12시 10분~13시 10분 까지

2일차(일) 오전 09:00부터

 심사위원 명단
● (A링)일본 (KCJ) Mr. Yoshito Watanabe(KCJ 회장)
● (B링)미국 (AKC) Mr. Sandy Wheat
● (C링)스페인 (ACW) Mrs. Maria Eugenia(ACW 회장)

- 스페셜티쇼(일)-
● (D링)미국 Mr.
● 뽀메라니언/치와와 장모/비숑
● 시간 :１２시~13시 10분 까지

※ 20두 이상 신청시 스페셜티쇼 진행 가능함.

KKC 30th Anniversary INT'L DogShow

KKC 30th Anniversary INT'L GroomContest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22일(일) 3일간
● 장소 : 한국 인천송도 컨벤션센터(인천국제공항 근처) 
● 주최 : 사)한국애견협회(KKC)
● 협찬 : 한국마즈/사조참치/KEB하나은행/삼성애견보험/현대애견보험

(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KENNEL CLUB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문화관 3층
Tel : 02-2265-3349 Fax : 02-2272-7925
E -mail : kkcdog@chol.com

Hotel
1) ORAKAI Songdo Park·Hotel

151 Techno Parkro, Yeonsugu, Incheon, Korea

Phone +82 32 210 7000 

Fax     +82 32 210 7100 

Email rsvn@orakaihotels.com

Website www.orakaihotels.com

2) Oakwood Premier Incheon

165 Convensiadaero, Yeonsugu, Incheon, Korea

Phone +82 32 726 2000

Fax     +82 32 726 2020

Email general.opi@oakwoodpremier.co.kr 

Website www.oakwoodpremier.co.kr 

Remarks : Guest can stay with dog



        

사)한국애견협회 창립 30주년

 

KKC 30주년 기념 인터내셔널 도그쇼  
& 국제 애견미용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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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JA 국제 규정 적용

  ● 미용심사위원

    - NGKC.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KKC. Mrs, Jang jung hee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2일차 행사(토)
   ● IJA 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 IJA 국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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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JA. Mrs, Vivian Nash(미국IJA 회장)
   -  NGKC. Mrs, Ms, Auderey Ding(중국 미용 심사위원)
   -  IJA. Mr, You beyng han(한국 KKC 심사위원)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3일차 행사(일)
    ●  IJA국제미용경연대회(아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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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JA. Mr, Ahn sung koo(한국 KKC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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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교육(일, 옹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반려동물 목욕 관리사 자격증 발행(무급부터, 교육 이수시)
      - 미국 IJA 미용사 자격증 무료발급(3급부터, 교육 이수시)
      - 수료증 무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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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콘티넨탈

2)잉글리쉬  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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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먼 (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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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운& 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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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파이럴(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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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 순수
견종 : 푸들

4)와 5)를 선택 하신 참가자의 견종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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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살롱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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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and Shape

위그 아트 경연대회 첫 번째 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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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으로 멋지게 표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동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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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 모형 대회의 둘째 날은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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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동화 속 환타지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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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명단
● (A링)한국(KkC) : Mr. Jung Chang sik
● (B링)중국(NGKC) : Mr. Steven Shen
● (C링)미국(AKC) : Mr. Jerry Watson(BIWS) 심사

-스페셜 티쇼(토)-
● (D링)미국 Mr.
● 시베리언허스키/골든 리트리버
● 시간 : 12시 10분~13시 10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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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메라니언/치와와 장모/비숑
● 시간 :１２시~13시 10분 까지

※ 20두 이상 신청시 스페셜티쇼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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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KENNEL CLUB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문화관 3층
Tel : 02-2265-3349 Fax : 02-2272-7925
E -mail : kkcdog@chol.com

The Korean Kennel Club
441, Gwangnaru-ro, Gwangjin-gu, Seoul, Korea, 04991
Tel. 02)2265-3349  Fax.02)2272-7925
E-mail. clubkkcdog@naver.com, kkcdog@chol.com

KKC Office

사단
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ENNEL CLUB

사단
법인한국애견협회
KOREAN KENNEL CLUB

Korean Kennel Club
3F The Korean Children's Center
441 Gwangnaru-ro, Gwangjin-gu, 
Seoul 04991 Korea 
Tel +82 2 2265 3349
Fax +82 2 2272 7925 
Email kkcdog@chol.com 
Website www.kk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