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명 테라피 과제명 내추럴테라피(6-5) 과제번호 6-5

경기시간  40분 비번호 심사위원확인          (인)

               6-5 국제휴먼올림픽  내추럴테라피 경기 과제 1

 1. 요구사항

 ※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모델의 관리 대상 범위는 피부 관리 (눈, 손, 구강 중 택일) 부위이다.

   2) 모델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내추럴 테라피를 이용한 매뉴얼 테크닉은 (제품 사용 및 기계 설치 방법을 매뉴얼에 따라 응용

      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내용(테크닉, 숙련도, 자세, 서비스 매너 등) 외에 모델에 대한 케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내추럴 테라피 지참 공구 (제품, 기계)를 이용 한다.

   5) 관리 진행 순서는 위생, 준비 상태, 용도에따른 제품 사용 방법, 매뉴얼 테크닉, 내추럴 테라피      

      Q&A list, 마무리 순으로 진행한다.

   6) 전체 시간에 적합하도록 각 부분의 작업 시간을 조절하여 충실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2. 경기자 유의사항

   1) 심사장에 의한 작업 지시가 있을시 이에 따른다.

   2) 매뉴얼 테크닉의 각 동작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최소 30분 이상 (40분 이내)의 관리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매뉴얼 테크닉 시 필터를 통과한 정제된 물 (또는 살균 정수)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참 공구 (제품, 기계)는 정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각 과제별 지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감점될 수 있다  (전 과제 공통 사항).



6-5 국제휴먼올림픽 내추럴테라피 준비물 2

 경기자 지참공구 목록 직 종 명 내추럴테라피

번호 지참공구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새싹 재배기

 1.플라스틱 용기
   (손잡이 달린 버켓트형)
 2.LED lamp : 
   DC 6V,  A 

대 1

채반(부직포, 천), 
종자(씨앗류 : 채소,화훼), 
1급수(정수 살균수), 식물 
생장제, LED lamp

2 mist spray  은폼, 톨루말린, 톨루말린,  
 마그네슘칩 개 1 용기, pump,상부 뚜껑,

하부 뚜껑, 칩

3 은폼 기능 살균수기  LPM, DC 6V, w,  A 대 1
몸체, 전극, pcb, 
유량변위센서, 리튬 배터리, 
배관, 부속품

4 기능 필터  1.히터 : 2Kw
 2.자외선 lamp :  w 개 1

히터, 자외선(UV) lamp, 
대나무숯 (은증착, 도금), 
활성탄

5 기능 비누
 일라이트, 은분말, 황토, 
 숯감람석, 티타늄 분말 등  
 살균

개 1
일라이트, 은, 황토,
대나무 숯, 감람석, 티타늄 
분말

6 가습기, 
도자기 무드 lamp

 1.은폼 가습기
 2.도자기 가습기
 3.도자기 무드 lamp 대 1

은폼 가습기
도자기 가습기, 무드 lamp
은폼, 솔방울, 한지, 부직포

7 다기능 싱크대(waterpia)

 1.LPM, DC 6V,  w, A
 2.필터 히터 : 2Kw
 3.필터 자외선 lamp :  w
 4.샤워기 은폼 : 8g
 5.마이크로 버블수 : LPM

대 1

내부에 필터부, 기능수 
제조부, 살균수기, 배관, 
부속품,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발효 소멸기 부착

㈜ 필요시 타기능 제품 설치  
   가능

8 micro bubble수 제조기               LPM 대 1 전원 사용 안함

9 샤워기

 은폼 : 8g
 세라믹볼 : 토루말린
 부직포, 아류산칼슘 이온    
 교환 수지

개 1
은폼, 바이오 세라믹볼, 
녹제거 필터, 염소 제거 
필터, 연수기, 기능성 필터

10 Q&A list(질의 응답)
 용어 정의, 내추럴 테라피   
 공구(기계) 관련 사양, 취급  
 등 질의 응답

식 1 Q&A list (질의 응답)
참조

11 공통 사항  살균된 물티슈, 티슈 개 1 티슈 (화장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