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국무부(NYS DEPARTMENT OF STATE) - 라이센싱 서비스과(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미용 실기
시험 시술
다음은 귀하가 수행하게 될 시험 시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의 각 섹션을 위한 시간 배정 안내와 지시 사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시
술도 진행하지 마십시오. 응시자들 간의 대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시자들은 커트되어 있지 않고 처리되어 있지 않은(퍼머과 염색이 되지 않을 것) 단일 색상의 천연모 마
네킹에 다음 시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네킹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새것이어야 하며 (목 뒷부분(nape)
으로부터) 최소 8인치 길이의 모발이 있어야 합니다. 스냅온(snap-on) 모발이나 부착해야 하는 기타 모발
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시험을 위해 마네킹을 동일 고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시범 제품은 실제 제품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참고: 미용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시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위생과 소독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작업 스테이션 준비 및 고객 준비
작업 스테이션에 배정되면 즉시 다음을 시작하십시오:
1단계 도구상자에서 미리 혼합한 표면 살균제와 관련 용품들을 꺼내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작업
대를 소독합니다. 이때 작업 스테이션에 일회용품을 담을 비닐 봉지를 부착합니다.
2단계 시험시간 동안 사용하게 될 일반적인 용품과 모발 커트 기술 시술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이때 혈액 오염물을 담을 용기도 같이 설치합니다.
3단계 손을 청결하게 하고 작업 스테이션에 작업대 고정장치로 마네킹을 고정합니다. 마네킹에 가운을 씌
우고 추가 지시를 기다립니다.
[시험관이 작업 스테이션을 확인한 후에는 지시를 받았을 때만 각 시험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전에 진행했던 시험과는 다른 순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모발 커트 기술 (50분)
여러분은 가위를 이용해 90도 레이어 모발 커트 기술을 시연하게 됩니다. 먼저 0도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경계선을 확보하면 앞부분에 각도가 생깁니다. 그 다음 앞머리 없는 레이어 커트를 수행합니다. 90도 각도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 파팅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면도기를 이용해 한 개 또는 두 개의 섹션을 수행
하도록 지시받게 됩니다. 선택한 도구를 이용해 여분의 모발을 제거하는 것도 시연합니다. 섹션에는 4~5
등분이 허용됩니다. 기타 시술의 경우 내려져 있는 모발은 최소 6인치에서 최대 7인치 사이여야 합니다.
(참고: 포인트 커트는 본 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모발을 섹션으로 파팅하십시오.
3단계 0도 각도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목덜미부터 시작하여 한쪽 방향으로 페리미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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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페리미터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레이어 길이를 확보합니다. (정수리 밑 또는 목덜미 위로 커
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수직 파팅을 사용해 90도 각도를 확보합니다.
6단계 시험관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지시를 받으면 면도기를 사용하여 90도 레이어 커트를 계속합니다.
7단계 시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분의 모발(층가위, 면도기, 또는 가위를 사용) 제거를 시연합니다.
8단계 피부, 가운 및 작업 구역에서 (주변 작업 구역 바닥을 쓸어내어) 잘라진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청소
후에는 손을 다시 씻습니다.
9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고 드라이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드라이 스타일링 기술 (15분)
응시자들은 원형 헤어브러쉬(사이즈 무관)를 이용해 두피 부분(정수리부터 머리 길이까지)과 한쪽 측면(어
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음)을 드라이하게 됩니다. 원하는 경우 머리에 물을 다시 묻힐 수 있으며(주의: 지정
된 시간 안에 머리를 완전히 말리려면 물에 젖지 않기 위해 물을 조금만 묻힘) 이를 위해서는 물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제품 사용 불가). 드라이 시술에서는 통제력을 보여주어야 하며(섹션 클립 사용 가능) 무작
위로 하는 드라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호하는 경우 헤어드라이어 노즐을 사용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시술을 받기 위한 모발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다시 물을 묻히고 엉킨 부분을 제거합니다.
3단계 원통형 헤어브러쉬를 이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또는 위로) 윗부분 및 측면(양쪽 무관)을 완전
히드라이하십시오.
4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십시오.
5단계 웨이브 아이롱의 플러그를 꼽고 전원을 켠 후 시험의 다음 섹션을 위한 열 컬링 용품을 준비
하십시오.

열 컬링/컬링 아이롱 기술 (15분)
응시자들은 전기 웨이브 아이롱을 사용해(컬링 스토브 또는 집게형 아이롱은 사용 불가) 총 여섯 개의 컬(
베이스에 배럴 컬 3개, 스파이럴 컬 3개)을 시연하게 됩니다. 3개의 배럴 컬(베이스에)은 머리 윗부분에 수
행하고, 3개의 스파이럴 컬은 드라이한 모발 부분에 시연합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컬은 시험관이 지
켜보는 가운데 시연하게 됩니다. 본 시술에는 어떠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아이롱을 조작(집은 후 식혀서)하여 머리 윗부분(두피부터 머리끝까지)에 3개의 배럴 컬(베이스에)을
만드십시오.
3단계 머리 측면(두피부터 머리끝까지, 아이롱으로 잡지 않고 수직으로)에 3개의 스파이럴 컬을 만듭니다.
4단계 1개의 배럴 컬(위쪽)과 1개의 스파이럴 컬(측면) 중 한 가지의 컬은 시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행
해야 합니다.
5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십시오.
6단계 웨이브 아이롱의 플러그를 뽑고 수건에 감싸 치운 뒤 롤러 장착을 위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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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시연:
여러분은 네 가지 개별 작업에서 다음 시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험관이 이를 해체하도록 지시할 때(이는
손가락 웨이브 시연 후임)까지 이 부분 동안 수행된 모든 시술대로 두게 됩니다. 머리에서 지정된 부분에
각 시술을 수행해야 합니다.

롤러 장착 - 머리 윗부분 (10분)
1과 1/8인치 직경의 실물 크기 롤러(베이지색 가능) 3개를 앞쪽 헤어라인부터 시작해 머리 윗부분에 장착
합니다. 3개의 모든 롤러는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감아야 합니다. 본 시술에는 물(제품 불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첫 번째 롤러를 베이스에 장착하고 고정하십시오.
3단계 두 번째 롤러를 베이스에서 절반 떨어져서(베이스에 절반 붙여서) 장착하고 고정하십시오.
4단계 세 번째 롤러는 베이스에서 떨어져서 장착하고 고정하십시오.
5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고 퍼머넌트 웨이브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
합니다.

화학적 재구성: 퍼머넌트 웨이브 – 머리 왼쪽 측면 (10분)
먼저 화학 시술을 받을 고객(마네킹)에게 가운을 씌웁니다. 5개 이상의 실물 길이 퍼머 로드(전체 회색이거
나 흰색, 보라색이어야 함)를 사용해 왼쪽 측면 머리 다발을 완성합니다. 본 시술에는 보호 크림(젤)과 코
튼 코일이 사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 섹션의 얼굴 부분이나 전체 블록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중 하나가 허용됩니다. 코튼 밴드를 두른 후에 웨이브 로션 사용 시연을 지시받게 되며 시험관이 지켜보
는 가운데 테스트 컬 수행 지시를 받게 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로션으로 가장하기 위해 도포 용기에서
물을 사용합니다. 로션 도포 시 및 테스트 컬 수행 시에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화학 시술을 위해 고객(마네킹)에 가운을 씌웁니다(시험 시간 동안 이 가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3단계 최소 5개의 퍼머 로드(다발을 완료하는 데 필요할 경우 그 이상)를 왼쪽 측면에 장착합니다.
4단계 보호 크림(젤)을 도포하고 코튼 코일 밴드를 얼굴 부분 또는 전체 블록에 두릅니다.
5단계 시험관이 지시하면 퍼머넌트 웨이브 로션을 도포하고 테스트 컬을 수행합니다.
6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고 핀 컬 웨이브/C-쉐이핑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사선 핀 컬 웨이브/C-쉐이핑 - 오른쪽 측면(10분)
첫 번째로 먼저 머리 오른쪽 측면 헤어라인 앞부분에 사선 리지를 만들고 3개 이상의 겹쳐진 리지(약 1인
치 직경) 컬을 만든 후 첫 번째 다발을 쉐이핑하는데 이는 첫 번째 다발 쉐이핑의 머리 끝 부분의 리지에
서 만듭니다. 리지 컬 형태를 잡은 후, 리지 컬 뒤쪽에 3개 이상의 겹쳐진 시계방향 사선 c-쉐이핑을 만들
어 시술을 계속합니다. 손가락 웨이브 로션 또는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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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필요한 경우 머리에 물을 묻히고 서브섹셔닝(subsection)합니다.
3단계 첫 번째 다발에서 사선 리지를 만들고 3개 이상의 겹쳐진 시계방향 리지 컬(약 1인치 직경)을 쉐이
핑한 머리 끝 부분으로부터 만들어냅니다.
4단계 두 번째 다발에서는 컬을 c-쉐이핑(3개 이상의 겹쳐진 시계방향 컬)에서부터 만들어내어 리지 컬 뒤
쪽에 사선 c-쉐이핑을 만듭니다.
5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고 손가락 웨이브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한 웨이브 - 머리 뒤쪽(10분)
머리 뒤쪽 모양의 머리 끝 부분에서 시작해 하나의 웨이브(2개 리지)를 만듭니다. (웨이브는 수평, 수직 또
는 사선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웨이브 로션 사용은 선택 사항이며 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은 손가
락 웨이브 로션 대신 또는 로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필요한 경우 머리를 적시고 부드럽게 빗습니다.
3단계 고른 간격의 선명한 리지로 하나의 웨이브를 만듭니다.
4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고 포일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화학 시술 서비스:
세 가지 별도 시술에서 본 시술(포일, 모발 염색 및 스트레이트닝/릴랙싱)을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네 개
의 동일한 섹션으로 모발을 등분하여 시작합니다. 각 시술은 머리의 지정된 부분에 수행해야 합니다. 같은
작업에서 생머리 및 수정 릴랙서를 수행합니다.

포일 시뮬레이션(생머리) - 머리 우측 앞쪽(15분)
3개의 위브(weave)와 3개의 슬라이스(slice)를 시연하게 됩니다. 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시험관이 지켜보
는 가운데 수행해야 합니다. 볼과 브러쉬 방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1/4
인치 세부섹션(subsection)을 사용하게 되며 원형 및 평행 세부 섹셔닝이 허용됩니다. 섹션의 위나 아래
둘 중 하나에서 도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일은 맞대면 안 됩니다. (생머리를 포일 중간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컨트롤 보드/백보드 또는 성형된 위빙 빗(weaving comb)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모발 세부섹션을 수행합니다.
3단계 3개의 위브를 완성합니다. [참고: 위브와 슬라이스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4단계 3개의 슬라이스를 완성합니다 [참고: 위브와 슬라이스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5단계 1개의 위브 및 1개 슬라이스는 시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연해야 합니다.
6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고 모발 염색 수정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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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염색 시뮬레이션 (수정) - 우측 뒤쪽(10분)
1/4인치 세부 섹션을 사용하여 염색 수정을 시연하게 됩니다. 볼과 브러쉬 방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위
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세부섹션에 시뮬레이션된 제품을 도포합니다.
3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고 릴랙싱/스트레이트닝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화학적 재구성(로드 없이 릴랙싱) - 생머리(좌측 앞쪽) 및 수정(좌측 뒤쪽) (25분)
먼저 생머리 릴랙서를 수행합니다. 생머리 릴랙서를 수행한 후 1과½인치의 릴랙서 수정을 수행하게 됩니
다. 스트레이트닝 제품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본 시술을 위해 염색 브러쉬나
염색 스패출러 또는 꼬리빗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머리 및 수정 시술 모두를 위한 베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수행 시 생머리 및 수정 부분에 보호 베이스(젤)를 도포해야 합니다. 참고: 제품 도포(빗질
하지 마십시오)만 시연하게 됩니다.
1단계 아직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지
시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단계 보호 젤을 도포하십시오.
3단계 시뮬레이션용 제품을 이용해 생머리 릴랙서를 수행하십시오.
4단계 시뮬레이션용 제품을 이용해 1과½인치 수정 릴랙서를 수행하십시오.
5단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용품 및 도구를 작업대에서 치우십시오.

작업 스테이션 청소
지시를 받으면 용품을 챙겨 담고 작업 구역을 청소하십시오. 그 다음 시험관이 해산을 지시할 때까지 기
다리십시오. 모든 용품을 가져가십시오(어떤 것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됨).
1단계 이동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알맞게 보관하십시오.
2단계 작업 스테이션(작업대)을 청소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바닥 구역을 쓸어내십시오.
3단계 모든 용품 및 도구를 담으십시오. 달리 지시받지 않는 한 쓰레기봉투는 가져가야 합니다.
4단계 해산 지시 시 시험장에서 퇴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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