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국무부 – 라이센싱 서비스과
(NYS DEPARTMENT OF STATE – DEPARTMENT OF LICENSING SERVICES)
피부미용 실기
시험 절차
다음은 귀하가 수행하게 될 시험 시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의 각 섹션을 위한 시간 배정 안내와 지시 사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시술도 진행하지 마십시오. 응시자들 간의 대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범 제품은 실제 제품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유의사항: 미용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시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위생과 소독 과정을 시연해야 합니다.
1부 – 작업 스테이션 및 모델 준비 (15분)
모델은 살롱 가운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로 안내됩니다. 모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수험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도구상자에서 미리 혼합한 표면 살균제와 관련 용품들을 꺼내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미용
의자와 작업용 테이블을 소독합니다. 이때 작업 스테이션에 일회용품을 담을 비닐봉지를
부착합니다.

2단계

남은 시험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용 테이블에 도구 및 용품을 안전하게 정돈하여
준비합니다. 화장용품은 시험 후반까지 도구상자에 그대로 둡니다.

3단계

모델이 미용 의자에 앉도록 도와 모델의 몸과 머리에 가운을 씌웁니다.

2부 – 불필요한 체모 제거 (15분)
시험관이 수험생의 준비 및 물품, 가운 점검을 마치고 진행을 지시하면, 수험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소프트 왁스를 이용한 체모 제거 절차를 시연하십시오. 먼저 윗입술에 두 개의 작은 왁싱
스트립을, 그다음 보통 크기의 왁싱 스트립 네 개를 팔뚝 부위에 붙입니다. 시연 시에는
실제 왁스 대신 일반 식료품점에서 구매한 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꿀은 가열한 왁스와
농도가 비슷하며 물로 쉽게 제거됩니다.
왁싱 시연은 실제 왁싱처럼 수행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왁싱을 위한 피부 준비
및 따뜻한 왁스처럼 시범 왁스 제품 도포, 왁싱 스트립 부착 후 제거 및 피부에 남아있는
왁스 세척.

2단계

모델의 눈썹을 족집게로 뽑습니다. 눈썹을 정리하지 않은 모델을 동반하십시오. 반드시
실제로 뽑는 과정을 시연해야 합니다.

3부 – 얼굴 마사지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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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다음을 지시받게 됩니다.
1단계

모델의 얼굴과 목을 세정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2단계

모델의 피부를 분석합니다. 분석에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확대경 사용이 포함됩니다.

3단계

최소 네 가지의 마사지 기법(경찰법(effleurage), 유연법(petrissage), 마찰(friction) 및
고타법(tapotement))을 사용하여 가벼운 얼굴 표면 마사지를 수행합니다.

4단계

손을 이용한 여드름 압출을 모의 시연합니다(유의사항: 실제 압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단계

모델에게 적당한 트리트먼트 마스크를 붙입니다.

6단계

트리트먼트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7단계

주간에 사용하는 피부 보호 제품을 바릅니다.

4부 – 메이크업 및 정리 (30분)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다음을 지시받게 됩니다.
1단계

모델에게 주간에 사용하는 풀 메이크업을 수행합니다. 메이크업 유형은 모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 필요한 경우 보정
화장(corrective make-up), 안면 파우더, 볼 컬러, 최소한 두 가지 색의 아이섀도(하나는
하이라이트 또는 윤곽용),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눈썹 컬러; 립 라이너 및 립 컬러.

모델은 평상복 착용을 위해 탈의실로 안내됩니다. 모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수험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2단계

작업 스테이션을 청소하고 용품을 챙겨 담습니다. 달리 지시가 있지 않으면 사용한
일회용품은 시험장에서 퇴실 시 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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