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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네일 팁 적용 및 블렌딩(20분) 

+ 추가 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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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의 네일 팁 적용 및 블렌딩 섹션 용품을 2분 이내에 배열해야 합니다."  

"지금 절차 시연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했음을 알리려면 룸 앞쪽으로 손을 돌리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손을 돌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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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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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감독관 참고 사항 - 아무 손가락이나 선택하십시오.) 

"네일 팁 적용 및 블렌딩 작업을 수행합니다."  

"네일 팁을 __________ 손가락에 붙입니다."   

"20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10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알리려면 룸 앞쪽으로 손을 돌리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18.1 네일 팁 적용 및 블렌딩 용품에는 영문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18.2 기구와 용품이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18.3 팁 적용을 위한 네일 플레이트를 준비합니다. 

18.4 지정된 손가락에 풀웰 팁을 붙입니다. 

18.5 네일 팁 모양을 잡고 블렌딩한 후 마무리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손을 돌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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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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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네일 팁을 선택한 후에 붙인 모양 

18.7 완성된 네일 팁의 최종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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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 - 구두 지시: 네일 팁 적용 및 블렌딩 평가가 끝나면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시험관이 평가를 완료했다고 알리면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시험관이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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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팁 적용 및 블렌딩 용품 

 접착제 

 풀웰 네일 팁 

 인조 손톱이 부착된 마네킹의 손(반드시 손 전체여야 하며, 손가락을 분리할 수 없어야 함) 

 손톱깎이 

 네일 파일 및/또는 버퍼 

시험관이 각 네일 팁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