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올림픽대회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종목 경기과제 1

직종명 건강 과제명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

과제번호 월 일

경기시간 40분 비번호 심사위원확인 (인)

휴먼올림픽대회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 종목 경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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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델의 관리 대상 범위는 전신관리(등 및 팔 관리,복부, 다리 중 택일 )
부위이다.

2) 모델은 상호교대로 한다.
3) 바디밸런스 슬리밍 케어 경기종목은 기본적인 내용 ( 다이어트 전반에

관한 내용과 인체, 골격, 근육,신경, 림프, 체지방)의 숙지상태, 에너지테라
피기를 이용한 바디 슬리밍 케어 메뉴얼 테크닉과 기본 동작을 고루 적용
실시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내용 ( 테크닉, 숙련도, 속도, 강약, 자세 등)
외에 케어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4) 다이어트관리를 위한 바디밸런스 슬리밍 케어전문 제품을 이용한다.
5)경기진행순서는
①선수는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 하고 바디밸런스

슬리밍 케어 도구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케어 한다.
②선수는 다이어트관리의 기본인 림프의 흐름과 운동점에 대하여 정확

하게 숙지하고 바디밸런스 슬리밍 케어 도구를 이용 하여 순서대로 케어
하여 림프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근육을 이완 운동 시키며 셀룰라이트
및 체지방을 감소시킨다.

③선택종목에 해당하는 관리부위를 택하여 케어 하고 충실히 마무리 한다.
6) 전체 시간에 적합하도록 각 부분의 작업시간을 조절하여 충실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2. 경기자 유의사항

1) 심사장에 의한 작업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른다. 
2)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 경기의 각 동작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최소 약정

된 관리시간을 유지 하여야 한다. 
3) 각 과제별 테크닉에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감점될 수 있다.
(전 과제 공통사항)



휴먼올림픽대회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종목 준비물 2

경기자 지참준비물 목록 직 종 명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

일련
번호

지참 준비물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1 손소독제 개 1

2
쿠션
베개

개 1

3 대 타올 개 1 흰색

4 중 타올 개 2 흰색

3 소 타올 개 2 흰색

5 반바지 개 1

곤색&검정

(고무줄)

8
케어 오일
및 크림

개 자유

9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

전문SET
개 1

ex)힐링센,           
힐링텍스

10
비닐봉지
(지퍼팩)

1회용 봉지 개 1

11
필기 도구

(볼펜)
개 1 검정색

12 클렌징티슈 개 1

13 쟁반 개 1



직종명 건강 과 제 명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 심사위원장 성명 (인)

경기시간 40분 선수번호 심사위원 성명 (인)

휴먼올림픽대회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종목 심사규정 3

일련
번호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별배정

배점

1 준비

- 위생 및 준비물 상태

20

5

- 단정한 복장상태 5

- 지정된 준비물 지참 10

2 이론

- 림프, 근육, 경락, 골격 숙지상태

30

10

- 기구 사용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10

- 인체구조와 순환, 다이어트관련 기본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10

3 메뉴얼테크닉

- 기출내용에 맞게 관리를 정확히 시켰는가?

30

5

- 기구를 이용한 동작은 정확한가? 10

- 근육과 림프의 방향, 체지방 분해를 위한 케어
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5

- 기구활용 테크닉과 숙련도가 자연스러운가? 10

4
마무리

- 관리 수행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였는가?

20

5

- 시술 후 주위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가? 5

- 요구사항을 모두 잘 이행하였는가? 10

합계 100점

* 심사위원 유의사항
1.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추후 심사에 대한 질의 시 해당 점수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점수 배점은 1점 단위로 채점한다. 
3. 경기 진행 중 경기자와 대화는 금한다.(진행상 문제시 진행요원에게 도움을 청한다.)



휴먼올림픽대회 바디밸런스 슬리밍케어종목 채점기준표 4
직종
번호

직종명 다이어트관리

과제
번호

주요항목 채점방법(참고사항) 채점단계

1
위생,           

준비상태

- 머리는 단정 하게 한다.(긴 머리는 흘러내리지 않게 단정 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8단계

- 손톱이 짧게 깎여져 있어야 하며, 네일 폴리쉬가 없어야 한다.

- 진한 화장과 액세서리(반지, 시계, 목걸이, 팔찌, 귀걸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선수복 (상, 하의)은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앞,뒤가 막힌 흰색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도구가 청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한 도구는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회용에 한함)

- 지정된 준비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론

- 다이어트에 좋은 경혈점과 인체순환에 대한 경혈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4단계
- 다이어트 기본 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 인체의 근육과 운동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 인체의 구조와 순환, 림프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
하여야한다.

3
메뉴얼
테크닉

- 다이어트관리의 기본인 림프의 흐름과 근육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 하고 바디밸런스 슬리밍도구를 이용하여 순서
대로 케어하여 림프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근육을 이완운동
시키며 인체밸런스를 맞추어 바디를 슬리밍 시킨다.

6단계

- 다이어트관리의 기본적인 내용( 인체,골격,근육,신경,림프, 관절)
의 숙지 상태, 바디밸런스 슬리밍도구를 이용한 메뉴얼 테크닉
은 기본동작을 고루 적용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내용( 테크
닉, 숙련도, 속도, 강약, 자세 등)외에 케어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 셀룰라이트 제거 시 림프와 근육의 흐름을 파악 하여 정확한
바디밸런스 슬리밍기기사용과 테크닉 조절이 필요하다. 

- 근육과 체지방, 셀룰라이트의 부위별에 따라 적절하게 테크닉을
하여야 한다. 

- 모든 테크닉과 도구사용 동작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마무리 작업이 적절하여야 한다. 

4 마무리

- 관리 수행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였는가.

3단계- 시술 후 주의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가.

- 요구사항을 모두 잘 이행하였는가.



※기타사항
ㆍ사전 확인 사항을 제외한 중간 과정의 위생에 관련 된 사항은 전체
공통적으로 작업이 종료할 때 확인을 해서 채점 고려사항으로 반영한다. 

ㆍ고객의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고 위생적으로 그 과제를 수행했는지의
유무를 점검한다. 

ㆍ메뉴얼 테크닉이 골고루, 부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단, 국가자격시험에서 메뉴얼 테크닉 시 적용하는 안마 유사행위 금지, 
지압 유사행위 금지, 지압 금지 등의 제한 기준은 휴먼올림픽대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ㆍ마스크의 사용방법 및 시술 시간, 주의 사항 점검 등을 주의 깊게 관찰
하고, 특히 마스크 도포 눈, 코, 입 부위에 대한 작업을 확인 할 것.

※ 감점 사항
ㆍ지정 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