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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롤러 배치(10분) 
+ 추가 섹션 +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이 시험의 롤러 배치 섹션 용품을 2분 이내에 배열해야 합니다." 

"지금 절차 시연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롤러 배치를 시연합니다."  

"첫 번째 롤러를 베이스 위에, 두 번째 롤러를 하프 베이스 위에, 세 번째 롤러를 베이스 아래에 배치합니다."  

"10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5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12.1 롤러 배치 용품에는 영문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12.2 기구와 용품이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12.3 롤러 배치를 위해 머리를 나눕니다. 

12.4 롤러에 머리카락을 감습니다. 

12.5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2분 이내에 모든 롤러를 분리하고 머리를 직선으로 빗어야 합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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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12.6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권장 시험 용품 

용품 라벨 관련 정보: 

 모든 용품에는 반드시 영문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라벨이 없으면 다른 언어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라벨은 반드시 영문 라벨이어야 합니다. 다른 언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만 표기되어야 합니다. 

 

롤러 배치 용품 
 빗  

 헤어 브러시 

 헤어 클립 및/또는 클램프 

 롤러 

 물이 담긴 스프레이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