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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초 페이셜(20분) 
+ 추가 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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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의 기초 페이셜 섹션 용품을 2분 이내에 배열해야 합니다."  

"지금 절차 시연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13.1 제조업체의 영문 라벨이 있으며 살균, 곰팡이 제거, 살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EPA 등록 소독제로 작업 공간을 

소독합니다. 

13.2 제조업체의 영문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손을 소독합니다.  

13.3 기초 페이셜 용품에는 영문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13.4 기구와 용품이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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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기초 페이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기초 페이셜 작업을 수행합니다." 

"20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10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13.5 얼굴 전체를 닦습니다.  

13.6 토너/수렴제를 바릅니다. 

13.7 제품 및 기구/재료로 박피를 시연합니다. 

13.8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한 후에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13.9 4가지의 다양한 페이셜 마사지 기법을 이용해서 페이셜 마사지 시술을 시연합니다. 

13.10 페이셜 마스크를 시연합니다.  

13.11   모이스처라이저 및/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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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13.13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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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페이셜 용품  

 수렴제 또는 토너 

 보디 드레이프 

 볼과 물(필요할 경우) 

 박피 제품 

 페이셜 클렌저 

 헤어 밴드 또는 드레이프 

 박피용 기구나 재료 

 마사지 제품 

 스펀지, 4X4 화장 솜 

 젖은 스팀 타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