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

- 두피관리종목 경기과제 -

직종명 헤어 경기종목명 두피관리 시행일   월    일

시간 40분 출전번호 심사위원           (인)

국제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 두피관리 종목은 

아래와 같은 경기과제를 준수한다

- 아래 -

1. 요구사항

: 다음과 같은 두피관리 시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관리

를 종료해야한다.

(1) 모델의 관리대상범위는 두피관리이다

(2) 모델은 헤어스타일링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모델을 미리 섭외해서 함께 입장한다.

(3) 두피관리 경기종목은 기본적인 내용(두피와 모발의 구조를 이해하고 관련된 근육, 신경, 경

혈, 림프 등의 흐릠을 원활하기 위한 테크닉의 숙련도와 속도, 강약, 자세 등)을 전반적으

로 고려하여 정확한 동작을 구사한다.

(4) 경기진행순서는 아래 제시한 매뉴얼대로 준비>두피마사지> 두피스케일링> 마무리 등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5) 전체 시간에 적합하도록 각 부분의 작업시간을 조절하며 충실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2. 경기자 유의사항

(1) 경기 당일 행사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장에 의한 지시를 따른다.

(2) 두피관리 경기 시 제품과 동작의 대한 제한은 없으나 미리 제시된 관리 순서와 시간을 유

지하여야 한다. 

(3) 각 종목별 테크닉에 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점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국제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 

- 두피관리종목 준비물 - 

   경기 준비물 목록 두피관리

번

호
필수 지참물 단위 수량 비고

1 소독제

(기구 및 손)

개 1

2 타올 개 2 흰색

3 스켈링제 개 1

4 두피영양제 개 1

5 보습제 개 1

6 긴면봉 또는 

우드스틱

개 1

7 쿠션부러쉬 개 1 미필수

8 꼬리빗 개 1

9 코튼솜 개 10

10 솜 보관통 개 1 미필수

11 1회용 마스크 개 1

12 1회용 비닐봉지 

또는 지퍼백

(휴지통대용)

개 1 고정을 위한 

투명데이프 

함께 지참

13 시험관 거치대와 

시험관

개 1



국제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

- 두피관리종목 심사규정 –

직종명 헤어 경기종목명 두피관리 시행일   월    일

시간 40분 출전번호 심사위원           (인)

번호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배점 세부배점 채점

1 준비
위생 및 준비물 상태

10
5

단정한 복장상태 5

2 릴랙스 마사지 

순서

40

20

정확한 경혈점의 위치 10

강약 조절 10

3 두피 스켈링

정확도 (리듬감과 자신감)

40

20

고른 도포 (두피도포) 10

세션 간격 (정밀도) 10

4 완성도

미 적용 부위는 없는지 체크

5 5
시간 준수

관리 수행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였는가?

5 마무리 시술 후 주위 정리정돈 5 5

합계 100점

* 심사위원 유의사항: 공정한심사를 위해 경기 중 대화는 금하며 , 추후 심사에 대한 질의 시 해당 

점수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배점은 1점 단위로 채점한다



. 국제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

- 두피관리종목 채점기준표 –

번호 주요항목 채점기준 주요배점 세부배점

1 준비

머리는 단정한가?

(긴머리는 흘러내지지 않게 고정, 모

발이나 이물질이 얼굴과 옷에 붙어있

는지 확인)

10

5

1. 개인위생 (손톱이 길거나 복장,신발

에 얼룩이 있는지 확인) 

2. 소독관리관리 전 기구와 손을 소독

하고 청결하게 시작하는지 점검. 

5

2 두피 마사지 

등> 어깨> 목> 두피의 순서대로 릴

렉스 마사지를 시행하며 매뉴얼테크

닉을 구사하는지 알아본다

40

20

어깨,목,두피의 근육과 경혈점을 이해

하고 정확한 위치와 림프의 방향을 

숙지하는지 확인한다

10

갑자기 강한 압을 누르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서 테크닉을 구현하여 효율

을 반감시키고 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10

3 두피 스켈링 두피 상태를 점검하고 강약을 조절하 40 20



며 스케일링 테크닉을 구사하는지 점

검한다 

모발이 아닌 두피에 스케일링제품이 

부분적이 아닌 골고루 전체적으로 고

르게 도포 되었는지를 알아본다

10

너무 넓지 않게 1~1.5cm간격을 유지

하며 꼬리빗으로 모발의 세션을 가르

며 숙련되게 완수하는지를 확인하다.

10

4 완성도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동작의 정확

도를 유지하며 미 적용 부위는 없는

지 확인한다

5 5

관리 중이나 관리 후에도 분주하지 

않고 모델과 시술자의 간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지 점검한다

5 마무리

시술 후 쓰레기를 수거하고 기구와 

테이블 등 주변 청결하게 정리 정돈

하는지 점검한다

5 5

합계 100점

* 사전 확인 사항을 제외한 중간 과정의 위생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공통적으로 작업이 종료할 때 

확인해서 반영한다.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마지막으로 선수 출전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채점을 종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