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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베이직 페이셜(Basic Facial)(20분) 
+ 추가 섹션 +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본 시험의 베이직 페이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키트에서 꺼내서 준비할 수 있도록 2분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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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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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베이직 페이셜을 시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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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섹션은 2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10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14.1 베이직 페이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14.2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14.3 눈 주변을 완전히 세정합니다. 

14.4 입술을 완전히 세정합니다. 

14.5 클렌저를 얼굴에 바릅니다. 

14.6 잔류 클렌저를 제거합니다. 

14.7 토너/아스트리젠트를 바릅니다. 

14.8 얼굴에 각질 제거제를 바르고 기구 또는 재료를 사용해서 시술합니다. 이 때, 눈과 입 부위는 

제외합니다. 

14.9 스팀 타월을 사용하고 제거합니다. 

14.10 잔류 제품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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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마사지 제품을 얼굴에 바릅니다. 

14.12 에플라지 운동을 시연합니다. 

14.13 페트리사지 운동을 시연합니다. 

14.14 태포트먼트 운동을 시연합니다. 

14.15 프릭션 운동을 시연합니다. 

14.16 잔류 마사지 제품을 제거합니다. 

14.17 토너/아스트리젠트를 바릅니다. 

14.18 보습제를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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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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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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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 페이셜 용품  

 헤어 밴드 또는 드레이프 

 신체 드레이프 

 물 대야와 물 (필요한 경우) 

 스펀지, 4X4, 코튼 라운드  

 젖은 스팀 타월 

 페이셜 클렌저 

 각질 제거 제품 

 각질 제거를 위한 기구 또는 재료 

 마사지 제품 

 아스트리젠트 또는 토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