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PSI Services LLC
3210 E Tropicana
Las Vegas, NV 89121
전화번호: (833) 310-6427 이
메일: vacos@psionline.com
https://test-takers.psiexams.com/vabacos

버지니아 주 커먼웰스
전문가 및 직업 규정
부서

마스터 이발사 시험
응시자 정보 요강

시험 주관 기관 PSI Services LLC .............................
주 면허 교부 요건 ...........................................
임시 허가
.............................................
범죄 경력
.............................................
만료된 면허
.............................................
보증 면허 요건 .............................................
시험 자격 요건
............................................
시험 결제 및 일정 절차
................................
시험 응시료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
전화
...................................................
일정 변경/시험 취소 ......................................
불합격한 시험의 재시험 ....................................
결시 또는 늦은 예약 취소
.........................
시험 준비

1
1
1
1
2
2
2
3
3
3
3
3
3
4

............................................ 4

비상 사태로 인한 시험장 폐쇄
......................... 4
이론 시험장 위치
...................................... 4
실기 시험장 위치
...................................... 6
시험장에 대한 보고
............................... 6
시험장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 .............................. 6
보안 절차
...................................... 7
컴퓨터를 통한 이론 시험 응시
........................ 7
신원 확인 화면
....................................... 7
튜토리얼 ................................................... 7
시험 문항 화면
....................................... 8
시험 검토
...................................... 8
성적표
.................................................... 8
성적표 사본
................................................... 8
면허 시험 준비 도움말 .......................................... 8
시험 설명
................................................... 9
NIC 내용 개요 .................................................. 9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웹 사이트(https://test-takers.psiexams.com/vabacos )를 참조하십시오.

Copyright © 2020 by PSI Services LLC

시험 주관 기관 PSI SERVICES LLC
본 응시자 정보 공고는 버지니아 주에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가 및 직업 규정
부서(부서)는 PSI LLC(PSI)와 시험 실시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 면허 교부 요건
버지니아 주 커먼웰스에서 마스터 이발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NIC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최초 시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통과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승인된 버지니아 인가 이발사 학교의 승인된 마스터 이발사 교육 프로그램 400 시간 이수: 필수 서류: 교육 및 경력 증명서, 이
양식은 PS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작성한 후 본인의 PSI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2. 버지니아 인가 이발사 학교의 승인된 이발사 교육 또는 이중 이발사/마스터 이발사 교육 프로그램 또는 버지니아 교육부가
인가한 버지니아 공립 학교 이발사 프로그램 1,500 시간 이수. 필수 서류: 교육 및 경력 증명서, 이 양식은 PS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작성한 후 본인의 PSI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3. 버지니아 주 커먼웰스 외에 해당하지만 기국 및 그 경계 내에서 이수한 버지니아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1,500 시간의 마스터 이발사 교육 이수. 필수 서류: 학위, 공식 성적증명서 또는 1,500 시간의 교육을 받은 미국 내 면허 교부
위원회가 제공한 서면 확인서를 PSI 계정에 업로드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는 1,500 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미용 과정(1,500 시간 미만의 교육으로 구성) 및 6 개월의 미용 직업 경험 이수. 교육 및 실습 모두
버지니아 주 커먼웰스 외부이지만 미국 및 그 경계 이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PSI 계정에 자격증, 학위 또는
마스터 이발사 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와 최소 6 개월의 마스터 이발사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교육 및 경력 증명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이 양식은 PS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침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5. 마스터 이발사 관련 버지니아 수습 프로그램 이수. 필수 서류: 수습 담당자가 작성한 노동 및 산업부 양식. 원본 양식은 PSI 로
직접 우송되어야 합니다.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최소 2 년 이상의 직무 경력이 있는 버지니아 면허를 취득한 미용사. 필수 정보: 시험 및 면허 신청서에 버지니아 미용사 면허
번호 및 만료 기간을 입력하십시오. 필수 서류: 교육 및 경력 증명서, 이 양식은 PS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작성한 후 본인의 PSI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7. 버지니아 이발사 교육 학교에 등록하고 미용사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학점을 취득한 버지니아 면허 취득 미용사(직무 경력 2 년
미만}) 또는 미용학 학생. 필수 정보: 시험 및 면허 신청서에 버지니아 미용사 면허 번호 및 만료 기간을 입력하십시오. 필수
서류: 교육 및 경력 증명서, 이 양식은 PS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작성한 후 본인의 PSI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8. 버지니아 주 기관에서 이수한 마스터 이발사 교육. 필수 서류: 교육 및 경력 증명서, 이 양식은 PS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작성한 후 본인의 PSI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9. 미국 군대에서 2 년의 마스터 이발사 경험. 필수 서류: 교육 및 경력 증명서, 이 양식은 PS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작성한 후 본인의 PSI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10. 이발사 강사 시험 응시. 필수 정보: 시험 및 면허 신청서에 버지니아 이발사 면허 번호 및 만료 기간을 입력하십시오.
11. 이전에 시험을 통해 버지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했지만 갱신 기간이 지남(이전 면허 만료일 이후 2 년 이상). 필수 서류: PSI 는
버지니아 이발사 및 미용 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임시 허가
위원회에 귀하의 대리인이 임시 허가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수 후원 정보 및 서명이 작성된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검토 및 승인되면, 허가 요청이 처리된 후 전달되어 위원회의 최종 승인 및 허가 발급이 수행됩니다. 임시 허가는 시험
응시 승인 후 약 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임시 허가는 1회만 발급되며 최초 시험일로부터 45일 동안 유효합니다.

범죄 경력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응시자는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범죄 경력 회보서 및 최근 3개월 이내에 요청된 주 경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청소년 법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은 신청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개인은 버지니아 주 경찰 범죄 경력 회보서 및 범죄 경력 보고 양식(PSI 웹 사이트의 양식 섹션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모든 페이지(표지 포함) 및 적색 스탬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가 컬러인 경우 적색 스탬프를
확인할 수 있도록 PSI 계정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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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면허
만료된 면허 갱신 방법
1.
2.

최근 2년 이내에 면허가 만료된 경우 위원회에 (804) 367-8509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면허 만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PSI에 직접 신청 후 안내를 따르십시오. 최신 이론 및 실기 시험을 모두 다시 치뤄야 합니다.

보증 면허 요건
버지니아 외 주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804) 367-8509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험 자격 요건
시험 자격을 갖추려면:
온라인 vacos.useclarus.com에서 시험별 면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참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경력 증명서, 신원 증명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과 관련한 결제는 신용
카드/직불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필수 증빙 서류와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다음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PSI/Virginia Barber Cosmetology Program
PO Box 887
Wheat Ridge, CO 80034
https://test-takers.psiexams.com/vabacos
vacos@psionline.com
va.cos.brighttrac.com
(855) 229-9302
▪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가 승인되거나 신청서에 누락된 부분(해당 요건 명시)이 있음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도착 시 PSI는 이메일로 확인 통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응시자는 PSI에 연락하여 시험 비용을 결제하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시험일로부터 1년 이내에 NIC 이론 및 실기(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일(1)년 동안 횟수와 상관없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일(1)년 동안 유효하며 두 가지 시험 모두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원 및 수수료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통과한
시험을 포함하여 전체 시험을 다시 치뤄야 합니다.
참고: 모든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최초 응시자
지원 요건
지원 시에는 다음을 PSI 계정에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

▪
▪
▪
▪

6개월 이내에 촬영하여 현재의 외모를 반영하는 최신 2” x 2” 여권용 컬러 사진. 턱에서 머리 상단까지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서
약 1인치에 위치해야 합니다. 흰색 바탕으로 촬영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얼굴 전면이 보여야
합니다. 셀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진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는 통지가 제공되며 사진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지원은 미완료 상태를 유지합니다.
면허 교부 신청 방법에 해당하는 모든 필수 서류(예: 버지니아 교육부는 교육 및 경력 증명서를 요구).
범죄 경력(해당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VA DMV 사진 ID(운전 면허증) 사본. DPOR 신청서에 작성한 서류를 업로드하십시오.
시험 동의 양식: 실기 위치를 선택하고 사전 동의 및 면제 동의 섹션에 서명하십시오. 완료되면 본 동의서를 본인의 계정에
업로드하십시오. 이 양식은 온라인 버지니아 양식 섹션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미완료, 불일치, 서명 등 서류 누락으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PSI가 연락을 드리며 요청된 필수 사항이 수정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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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작성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상기 나열된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법적 이름 변경 서류(예: 결혼 증명서, 이혼 판결, 이름
변경 청원)를 PSI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시험 예약 절차
부서에서 승인되면 PSI 가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PSI 에 문의하여 시험 일정을 잡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시험 수수료
실기 시험
이론 시험

$86
$86

실기 시험(재응시)
$86
이론 시험(재응시)
$86
참고: 시험 수수료는 환불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시험 수수료는 결제일로부터 일년 동안 유효합니다.
온라인(https://test-takers.psiexams.com/vabacos

)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시험 일정 예약 절차를 위해 응시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시험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시자는 PSI의 등
록 웹사이트인 https://test-takers.psiexams.com/vabacos 에 액세스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PSI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및 이름과 성은 필수입니다. 입력된 정보는 신청 시
PSI가 보유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전에 등록한 응시자의 경우 “여기를 확인하여 시스템에서 기존 기록 찾기” 옆의
상자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을 선택하고 지원이 완료된 경우 PSI가 전송한 시험 이메일의 승인에 포함된 PSD ID #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록을
찾으면 응시자는 시험 수수료를 결제하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응시자가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입력된 우편 번호에 가장
가까운 시험장 목록이 표시됩니다.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하면 이용 가능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시험 일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PSI에 (833) 310-6427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833-310-6427)
전화로 등록하려면 유효한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가 필요합니다. PSI 등록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오후 10:00(동부 표준시) 및 토요일~일요일 오전 9:00~오후 5:30(동부 표준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예약 일정 변경/취소
예정된 시험 날짜 2 일 전에 취소 통지가 수신된 경우 시험 응시료는 몰수되지 않으며, 시험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예약인 경우 취소 통보는 이전 토요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PSI 에 (833) 310-6427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참고: 음성 메일이나 이메일 메시지는 수용할 수 있는 취소의 형태가 아닙니다. PSI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PSI 에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불합격 시험 재응시
처리 및 응시 결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한 동일 날짜에 새로운 시험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다음 날인 목요일
에 전화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빠른 금요일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https://test-takers.psiexams.com/
vabacos 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PSI 에 (833) 310-6427 번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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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 또는 늦은 시험 취소
시험에 결시하는 경우, 예정된 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 시험 수수료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
▪
▪
▪

예정된 시험일로부터 2 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시험 예정일에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예정된 시험 시간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 편의 시설
모든 시험 센터에는 1990년도 장애 미국인법에 따른 입출입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응시자의 시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응시자 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험 편의 시설이 필요한 응시자에 대한 역량 향상 또는 시험 완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응시자 또는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는 여기를 클릭하여 대체 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험 편의 시설 요청 요구 사항:
진단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 또는 학습 기관이 교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또는 전문가 편지 용지에 작성되고 다음이 포함된
증명서를 PSI 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시험과 관련된 장애 및 제약 사항 설명
권장 편의 시설/수정 사항
의료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이름, 직책 및 전화 번호
의료 기관 또는 전문가의 원본 서명

다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십시오.


ESL 편의 시설(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영어 버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PSI 로부터 ESL 승인, 특히 시간 및 절반을 요청하여
추가 시험 시간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십시오.
인증을 요청하는 개인 서한 및
영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님을 명시하는 영어 강사 또는 후원사(회사 편지 용지)의 서한

비상 사태로 인한 시험장 폐쇄
악천후 또는 기타 비상 사태로 예정된 시험 날짜에 시험장이 폐쇄될 경우 시험 일정이 변경됩니다. PSI 담당자가 이러한 상황 시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800) 310-6427 번으로 전화하여 시험 일정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능한 빨리
편리한 시간에 시험 일정을 다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 사이트 https://test-takers.psiexams.com/vabacos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장 위치
버지니아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지니아 응시자는 아래에 나열된 시험 센터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주 외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LEXANDRIA AREA
205 S. Whiting St
The Landmark Building, Suite 608
Alexandria, VA 22304
Brainseed Testing Cente 는 주소는 205 S. Whiting Street, Suite 608 (6th floor), Alexandria, VA 22304 입니다. 이 센터는 The Landmark Building 내에
있으며 I-395 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북부 또는 남부에서는 Exit #3A (Duke/Landmark)를 이용하십시오. S. Walker 에서 우회전하고 Stevenson
Avenue 에서 우회전한 후 S. Whiting Street 로 좌회전합니다.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서 무료 주차가 제공됩니다.

동부에서는 Capital Beltway(I-95 South)를 이용하여 I-395 North 로 진입합니다. S. Walker 에서 우회전하고 Steven Avenue 에서 우회전한 후 S. Whiting
Street 로 좌회전합니다.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서 무료 주차가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703-825-3036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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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BURN AREA
44075 Pipeline Plaza No. 115
Ashburn, VA 20147
Dulles Airport 에서 오는 길: Route 28 North 를 이용하십시오. VA-625 W 램프를 통해 Pacific Blvd 로 이동합니다. South/Ashburn Continue 에 도착하면
Farmwell Rd 에서 3/4 마일 직진합니다. Pipeline Plaza 로 좌회전하고 PNC Bank 앞의 Ashburn Village Blvd & Farmwell Rd. 교차로에서 Rt 28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Rt 28 에서 CARMAX / WEGMANS 로 이동합니다. VA-625 W 램프를 타고 Waxpool Road 를 통해 Pacific Blvd South/Ashburn 로 이동합니다.
Farmwell Rd 로 직진하여 Village Blvd & Farmwell Rd 에 도착하면 Pipeline Plaza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PNC Bank 옆에 있습니다.

CHARLOTTESVILLE
2114 Angus Road, Suite #105-B
Charlottesville, VA 22901
US-250 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US-29N/N Emmet St.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Emmet Street 로 직진한 후 Angus Rd 에서 좌회전합니다.
US-250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US-29N/N Emmet St.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Emmet Street로 직진한 후 Angus Rd에서 좌회전합니다.

FREDERICKSBURG AREA
2217 Princess Anne Street, Suite 105-11
Fredericksburg, VA 22401
Richmond 에서 출발 시: 95S 출구 130A, SR-3E 1.5 마일, US-1N 에서 우회전. 1.7 마일 직진, Princess Anne St.에서 우회전, 0.3 마일 직진. Carl’s Ice Cream
맞은편 General Washington Executive Center 로 좌회전. Washington DC 에서 출발 시: Falmouth 방향 95S 출구 133A. 약 2 마일 직진, Route 1S 에서
우회전. 다리를 건너 Princess Anne St.에서 좌회전 후 0.3 마일 직진. Carl’s Ice Cream 맞은편 General Washington Executive Center 로 좌회전.

HARRISONBURG AREA
2322 Blue Stone Hills Drive, Suite 280
Harrisonburg, VA 22801
Chestnut Ridge Road 로 이동한 후 Blue Stone Hills Drive 로 우회전. 센터는 오른쪽 두 번째 건물에 있습니다.

HERNDON AREA
205 Van Buren St., Ste 140
Herndon, VA 20170
Dulles Access Rd. 방향 Saarinen Cir 에서 출발. Herndon/Chantilly/Fairfax Co Pkwy 방향 VA-267 E/Dulles Access Toll Rd 로 합류. Herndon/Chantilly 방향
EXIT 10 으로 진입. VA-228/Centreville Rd 방향으로 좌회전. VA-228 을 따라 직진. Herndon Pkwy 방향으로 우회전. Van Buren St 로 우회전.

NORFOLK AREA
861 Glenrock Rd., Ste 105
Norfolk, VA 23502
US-13(North Military Hwy) 방향의 램프를 타고 0.6 마일 이동 후 Poplar Hall Dr 방향으로 우회전(동쪽)하여 0.5 마일 이동 후 Glenrock Rd 방향으로
좌회전(북쪽)(약 1/2 블록 이동)하여 0.1 마일 이동. 몰(주차장) 입구 왼쪽의 Circle East 빌딩에 도착. 로비에 도착하면 오른쪽 첫 번째 복도를 지나 오른쪽
첫 번째 문.

RICHMOND
Moorefield VI Building
620 Moorefield Park Drive, Suite 205
Richmond, VA 23236
I-64E 에서 Parham Rd 출구를 지나 우회전. N Parham Rd/VA-73 S 에서 VA-150 S/Chippenham Pkwy 로 이동. VA-76 S/Powhite Pkwy 로 합류. Midlothian
Turnpike West 로 합류. Moorefield Park Dr 에서 좌회전.

ROANOKE AREA
5115 Bernard Dr, Suite 104
Roanoke, VA 24018
VA-419 에서 출발 시, VA-419 에서 Springwood Park Dr 방향으로 동남쪽으로 이동. Bernard Dr 방향으로 우회전. 사무실은 왼쪽에 있습니다. Penn Forest
Blvd 에 도착하면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메인 입구에 도착하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 층으로 오십시오.
US-220 S 에서 출발 시, US-220BR/VA-419 North toward Salem 방향의 오른쪽 램프 이용. VA-419N/Electric Road 방향으로 우회전. Bernard Dr 방향으로
좌회전. 사무실은 왼쪽에 있습니다. Penn Forest Blvd 에 도착하면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메인 입구에 도착하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 층으로
오십시오.

VIENNA AREA
1919 Gallows Rd, Suite 360
Vienna, VA 22182
I-495 S 에서 출발 시, 47 A-B 로 나가 VA-7 W/Leesburg Pike 로 합류 후 Tyson’s Corner 로 이동. 왼쪽 차선을 이용하여 Gallows Rd 로 좌회전. 첫 번째
교차로에서 Boone Blvd 방향으로 좌회전. 빌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험 센터가 위치한 빌딩은 원형 드라이브의 왼쪽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 층으로 오십시오. 시험 센터는 360 호에 있습니다.

지상 및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1 시간은 무료입니다. 1~2 시간은 $4 이며 그 이상은 $6 입니다. 주차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도착하는 경우 주차에 소요되는 예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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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BEACH
484 Viking Dr, Suite 105
Virginia Beach, VA 23452
I-264E 에서 출발 시, 19A 에서 Lynnhaven Pkwy S 방향으로 나간 후 Lynnhaven Pkwy S 방향으로 합류. 약 1/2 마일 직진 후 Viking Dr 방향으로
우회전. 사무실은 오른쪽 빌딩의 2 층에 있습니다.
VA-615/Princess Anne Rd 에서 북쪽으로 출발 시, Seaboard Plaza 방향으로 좌회전. 약 2.5 마일 직진 후 VA-149/Princess Anne Rd 방향으로 좌회전. 1 마일
직진 후 VA-410/Holland Rd 방향으로 우회전. 약 4 마일 직진 후 VA-414N/Lynnhaven Pkwy 방향으로 우회전. 약 2.5 마일 직진 후 Viking Dr 방향으로
좌회전. 사무실은 오른쪽 빌딩의 2 층에 있습니다.
105 호실은 1 층에 있습니다. 편리한 출입을 위해 주차장의 왼쪽에 주차하십시오. 남쪽 출구(빌딩을 똑바로 볼 때 빌딩 왼쪽 출구)로 들어온 경우 PSI 시험
센터는 걸어서 들어올 때 왼쪽의 첫 번째 문입니다.

실기 시험장 위치
CHESAPEAKE
Hampton Inn & Suites
1421 North Battlefield Blvd
Chesapeake, VA 23320
I-95 및 I-64 E 를 따라 Chesapeake 로 이동. I-64 E 에서 290A-290B 로 나간 후 N Battlefield Blvd 방향으로 합류. Volvo Pkwy 에서 U 텀. Coastal Way
방향으로 우회전 후 좌회전.

SPRINGFIELD
Comfort Inn
6560 Loisdale Court
Springfield, VA 22150
컴벌랜드 번가 방향으로 VA-617S/Amherst Ave 에 남쪽으로 머리. VA-789/Commerce St. 에 좌회전 Loisdale Rd 에 직진하십시오.

RICHMOND
DoubleTree
by Hilton Richmond Airport
445 International Center Drive
Sandston, VA 23150
LYNCHBURG
Hampton Inn & Suites
3600 Liberty Mountain Dr
Lynchburg, VA 24502
US-29 S 를 따라 Danville 방향으로 이동. Liberty Mountain Dr 방향으로 좌회전.

ROANOKE
Holiday Inn
4468 Starkey Road
Roanoke, VA 24018

시험장에 대한 보고
시험 당일은 시험 시작 최소 30 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분의 시간은 입실, 신분증 확인과 시험 과정에 익숙해지는 데
필요합니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 시험장 입실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 시험 등록비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보안과 신원 확인 목적으로, 모든 응시자는 시험 입실 시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지참해야 할 신분증
유효한(만료되지 않은) 신분증 2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는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여권, 군인 신분증) 서명이 있고 사진이 포함되어 있거나 현재 학년도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현재 공립
고등학교 신분증.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신분증은 해당 연도 9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두 번째 ID에는 귀하의 서명과 사전 인쇄된
법적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모든 신분증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등록한 법적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PSI 시스템의 이름이 정
부 발급 신분증 및 2차 신분증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료는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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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절차
다음 보안 절차가 시험 동안 적용됩니다.
▪
▪

-

▪

▪
▪
▪

▪
▪
▪
▪
▪

단어 번역 사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모든 개인 소지품은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 각 시험장에 비치된 안전 보관소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기, 전자 시계, 카메라, 호출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예: iPad), 뮤직 플레이어(예: iPod), 스마트
워치, 라디오 또는 전자 게임 등 모든 유형의 전자기기.
녹음 기기 또는 메모를 숨길 수 있는 크거나 느슨한 의료 또는 코드. 보안 목적을 위해 스웨터, 카디건, 숄, 스카프, 후드티,
조끼, 자켓 및 코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겉옷은 시험장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을 것을 요청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셔츠나 블라우스 등 적절한 의류를 안에 입어야 합니다.
모자, 야구 모자 또는 얼굴 가리개 등 종교적 사유 또는 종교적 복장으로 착용하지 않은 모자나 쓸 것.
지갑, 공책, 참조 자료 또는 읽을거리, 서류 가방, 백팩, 손지갑, 펜, 연필, 기타 쓰기 도구, 음식, 음료 및 행운을 주는 물품
등 기타 개인 물품.
개인 물품 안전 보관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에서 제공되지만, PSI는 개인 소지품의 손상, 분실 또는 도난이나 금지된
물품의 시험장 반입 또는 시험장에 두고 가는 것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SI는 해당 물품을 관리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되는 안전
보관소가 그러한 물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임을 대표할 책임이 없습니다. 시험 이후에 시험장에 물품을 두고 간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PIS의 단독 재량에 따라 폐기하거나 기부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생과 동행하는 개인은 시험 센터, 건물 내부 또는 건물의 시설에서 대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사, 어린이, 친구, 가족,
동료 또는 강사 등 모든 유형의 손님에도 적용됩니다.
시험 센터에서는 흡연하거나 음식물 또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크인 절차 중, 모든 응시자는 금지 물품 소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수행됩니다. 응시자는 주머니를 비운 후 검사관이 주머니가
비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됩니다. 검사관은 응시자에게 양쪽 소매 및 바지 하단을 걷어 메모 또는 녹음 기기가 숨겨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관은 안경테, 넥타이핀 또는 녹음 기기를 숨길 수 있는 모든 기타 의류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검사관은 응시자의
주머니에 해당 물품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체크인 도중 금지된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응시자는 해당 물품을 제공되는 안전 보관소 또는 본인의 차량에 두어야 합니다. PSI는
개인 소지품 또는 금지 물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 결과가 무효화되며, PSI는 해당 발생 건에 대해 시험 후원사에 통지합니다.
시험에서 도움을 주거나 받은 응시자, 미승인 자료를 소지한 응시자 또는 보안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는 모든 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시험 센터를 나갈 것을 요구 받게 됩니다. 모든 그러한 행위는 시험 후원사에 보고됩니다.
응시자가 착석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화장실 이용 시 및 감독관의 허가를 구한 이후에만 시험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응시자에게는
시험을 완료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기 시험 응시
(컴퓨터 기반)
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해 치룹니다. 마우스와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신분증 확인
준전용 시험용 컴퓨터로 바로 가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용 컴퓨터의 좌석에 앉으면 여러분의 이름, 신분증 번호 및 등록한
시험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튜토리얼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용 튜토리얼이 컴퓨터 화면에 제공됩니다. 이 튜토리얼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 분이며, 시험 시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튜토리얼 다음에 예제 문제가 포함되어 질문에 답하고 질문을 검토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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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항 화면
시험 문항 화면의 맨 위에 있는 “기능 바”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번에 하나의 문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업데이트됩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남은 시간(분)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고 답을 기록하는 동안

중요: 응답을 입력한 후 시험 시간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어떠한 질문으로도 되돌아가서 응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검토
이론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응시자는 모든 문항에 설명을 달 수 있습니다. 설명은 시험 문항 화면의 기능 바에 있는 설명 링크를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PSI 시험 개발 직원이 분석합니다. PSI는 이러한 설명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응답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모든 설명이
검토됩니다.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 자료만 검토됩니다.

성적표
이론 및 실기 시험의 결과는 시험 직후에 제공됩니다.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 점수는 75점입니다. 시험을 완료하면
“불합격” 또는 “합격”이 표시된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성적표 사본
시험 종료 후 이메일(scorereport@psionline.com) 또는 전화((833) 310-6427)로 성적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 준비 도움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응시자 정보 요강의 최신 사본으로 시작하고 시험 내용 개요를 시작점으로 사용하십시오.
공부할 사항을 메모하십시오. 정보를 적어두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우수한 비즈니스 관행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개념에 밑줄을 긋거나 강조 표시하십시오.
가능한 자주 동료와 새로운 용어 또는 개념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이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시험하고 아이디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약 45 분~60 분 동안 자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더 오랫동안 공부하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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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내용 개요 및 참고 자료
실습 시험 드레스 코드
매장에서 일할 때와 같이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복 또는 키트에 이름, 학교 이름 또는 매장 이름을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론 시험
버지니아 NIC 이론 시험에는 버지니아 주 법률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확인할
▪
▪
▪
▪

10개의 버지니아 주 문항이 버지니아 NIC 이론 시험에 포함됩니다.
문항에 대한 참고 자료는 버지니아 이발사 및 미용학 규정 위원회(http://www.dpor.virginia.gov/Boards/BarberCosmo/에서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탭을 클릭하십시오. 다음은 각 직업에 대한 올바른 규정입니다.
미용, 이발사, 네일 기술, 왁싱 기술 - 18 VAC 41-20
관리사, 마스터 관리사 - 18 VAC 41-70
문신 시술자, 영구 미용 문신 시술자(PCT), 마스터 PCT - 18 VAC 41-50
바디 피어싱 - 18 VAC 41-60

버지니아 주법 문항은 영어로만 제공됨에 유의하십시오.

NIC 시험 내용 개요
이론 및 실기 시험에 대한 시험 내용, 실기 시험에 필요한 항목 체크리스트 및 두 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NIC 내용 개요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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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BARBER STYLING이론 시험
응시자 정보 요강(CIB)
시험 요강 및 중요 지침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제공업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최신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National Barber Styling 이론 시험은 Barber Stylists에 대한 면허 교부 시험으로서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NIC)가 개발한 것입니다. 본 요강에는 이론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의 개요, 질문 및
응답의 사례, 그리고 참조 문헌 등을 비롯하여 시험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arber Styling 이론
시험에 허용되는 시간은 90분입니다.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각 NIC National 이론 시험에 있어서, 모든 응시자 정보 요강(CIB)은 별도의 문서로 저장된 2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

시험 요강 및 중요 지침 – 이 문서는 이론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이론 시험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

•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조 문헌 – 이 문서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조 문헌의 목록입니다. 참조
문헌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에 대해 동일합니다.

반드시 NIC 시험 CIB를 구성하는 두 가지 문서 모두를 다운로드 및/또는 인쇄하고 검토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중요 지침





허락 없이 시험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화장실을 가거나 시험을 완료한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험장을 떠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재입장하려면 사진 ID가 필요합니다.
구두 지시문을 제외하면 시험 감독관과 시험 관리 직원은 응시자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금지되는 재료 및 행동의 예를 요약한 것입니다.
o
o
o

휴대폰, 호출기, 태블릿, 컴퓨터, 프로젝터, 카메라, 또는 기타 전자 또는 녹화 장치, 인쇄물 또는 수기
노트의 지참.
다른 응시자와의 대화
방해하는 행동 표출.


상기의 참조 항목이나 행동은 포괄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 즉각적으로 시험에서 퇴실 조치를
당하고 그 행동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Copyright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Inc. – Barber Styling 이론 시험 CIB

1
발효일 6/2018

NIC National Barber Styling 이론 시험 CIB

Barber Styling 이론 시험
응시 개요
다음은 NIC National Barber Styling 이론 시험에서 다루는 응시 범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퍼센트는 각 부문의 문항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시험은 1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0개 문항에 가중치가 적용되어 응시자의 최종 점수에
반영됩니다.

1. 과학적 개념 - 35%

A. 감염 관리 및 안전 방침
1. 질병과 감염이 발생하고 전달되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2. 감염 관리 원칙의 적용
a. 살균/청소
b. 소독(Disinfection)
c. 살균(Sterilization)
d. 오염 및 상호 오염
3. 혈액 노출 절차를 적용합니다.
4. 공공 안전과 관련된 정보 기관의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예를 들어, CDC, OSHA, EPA).
B. 인간 해부학 및 생리학
1. 다음의 기능과 구조를 파악합니다.
a. 모발 및 두피
b. 피부
2. 다음과 관련된 뼈를 파악합니다.
a. 머리와 얼굴
b. 목, 어깨 및 등 상부
3. 다음과 관계된 근육 및 관절과 해당 기능을 파악합니다.
a. 머리와 얼굴
b. 목, 어깨 및 등 상부
4. 신체 계통의 기능을 이해합니다.
a. 신경계
b. 순환계
c. 내분비계
d. 피부계
C. 피부와 관계된 상태, 질환 및 질병의 징후와 증상을 파악합니다.
1. 유형
2. 트리트먼트
D. 모발과 관계된 상태, 질환 및 질병의 징후와 증상을 파악합니다.
1. 유형
2. 트리트먼트
E. 이용술에 사용되는 제품의 기본 화학 성분
1. 화학적 pH 척도에 대한 이해
2. 제품, 성분 및 그 상호 작용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이해
3. 화학물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
4. 화학적 반응을 이해합니다(예를 들어, 과다노출, 화학적 화상, 흡입).

2. 기구 및 장비 – 10%

A. 헤어 서비스에 사용되는 도구의 기능, 목적 및 관리에 대한 파악
1. 장비(예를 들어, 의자, 작업대)
2. 기구(예를 들어, 면도기, 가위, 빗/브러시)
3. 용품 및 재료(예를 들어, 타월, 드레이프, 넥스트립)
4. 전기 용구(예를 들어, 손톡깎기, 블로우 드라이어)
B. 기구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안전 및 세정 방침의 이해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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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발 관리 서비스 – 40%

A. 모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상담, 분석 및 문서화
1. 고객 모발 및 두피의 상태를 분석합니다(예를 들어, 평가).
2. 서비스를 방해하는 상태를 인식합니다(예를 들어, 금기 사항).
3. 서비스 및/또는 제품을 결정합니다.
4. 고객 기록을 문서화하고 유지합니다(예를 들어, 상담 카드, 서비스 기록, 의료 기록).
B. 헤어 케어
1. 드레이핑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화학물, 샴푸, 헤어컷).
2.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3. 두피 관리 및 두피 마사지/시술을 사용하는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C. 헤어 디자인
1. 헤어컷의 원칙, 절차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a. 세이핑(Shaping)
b. 아웃라이닝(Outlining)
c. 목 면도(Neck shave)
2. 헤어 스타일링의 원칙, 절차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a. 웻 스타일링
b. 블로우 드라이 스타일링
c. 서멀 스타일링
d. 자연적 헤어스타일링(예를 들어, 브레이드, 록)
3. 모발 강화 옵션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D. 머리 면도의 준비, 절차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E. 화학 서비스에 대한 원칙, 절차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1. 예비 검사에 대한 이해(예를 들어, 목적, 사용, 적용)
a. 소인 검사(Predisposition)
b. 스트랜드 검사
2. 염색(페이셜 헤어 포함)
3. 탈색
4. 호일링
5. 화학적 모발 릴랙싱/리스트럭처링 및 컬 감소
a. 수산화물
b. 싸이오
c. 케라틴
6. 케이컬 웨이브/텍스처링:
a. 알카리성
b. 산성
c. 비-싸이오

4. 페이셜 헤어 및 스킨 케어 서비스 - 15%

A. 페이셜 헤어 및 스킨 케어 서비스에 대한 고객 상담, 분석 및 문서화
1. 고객 피부를 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형, 상태)
2. 금기사항을 파악합니다.
a. 질환
b. 질병
3. 서비스 및/또는 제품을 결정합니다.
4. 고객 기록을 문서화하고 유지합니다(예를 들어, 상담 카드, 서비스 기록, 의료 기록).
B. 페이셜 헤어 및 스킨 케어 서비스의 드레이핑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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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페이셜 헤어 및 스킨 케어 서비스의 원칙, 절차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1. 필요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면도 서비스 완료
2. 페이셜 헤어 디자인
3. 페이셜(예를 들어, 클렌징, 스팀 타월, 마사지)
4. 전기요법 및 광선요법
D. 전기요법 및 광선요법의 목적과 유형에 대한 지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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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r Styling 이론 시험
질문 예제
다음의 질문은 NIC Barber Styling 이론 시험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질문의 예입니다. 각 질문 다음에는 4개의 선택 답안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항목만이 정답입니다. 정답(키)은 예제 질문 다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

탄저균과 파상풍 세균은 어떤 유형의 포자를
형성하는가?
a. 체세포 분열(Mitosis)
b. 편모(Flagella)
c. 구체(Spherical)
d. 전염성(Infectious)

5.

모든 프랑스식 가위(Shear)의 특징은?

6.

모발 한 가닥의 직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a. 성장 패턴
b. 다공성(Porosity)
c. 밀도(Density)
d. 머릿결(Texture)

7.

영구 염색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a. 스트랜드 테스트
b. 패치테스트
c. 컬 테스트
d. 질감 테스트

8.

수산화나트륨 프로세싱 전에 모발을 분석해 결정해야
할 것은?

a.
b.
c.
d.
3.

면도 서비스를 하기 전에 머리받침은 반드시 어떤
상태이어야 하는가?
a.
b.
c.
d.

4.

코발트 메탈임
손가락 거치대가 있음
프랑스에서 제작됨
피보트(pivot)가 타이트함

a.
b.
c.
d.

1. c
2. b
3. b

a.
b.
c.
d.

세척 및 건조되어야 한다.
소독되고 덮여 있어야 한다.
세척되고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세정되고 살균되어야 한다.

근육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사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근육 원점에서 바깥으로
근육 원점을 향해
근육 원점 주변으로
근육 원점 위에서

정답

4. b
5. d
6. d

다음 중 갈라진 모발 끝을 영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a.
b.
c.
d.

모발 끝에 오일을 바른다.
모발 끝에 스타일링 젤을 사용한다.
모발의 끝을 촉촉하게 한다.
모발 끝을 잘라 낸다.

산성
알카리성
질감, 다공성, 탄력
밀도, 컬러, 엔드 본드

7. b
8.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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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응시자 정보 요강(CIB)
시험 요강 및 중요 관리 지침
공식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또는 www.nictesting.org 를 방문해서 최신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은 이용술에 대한
면허 교부 시험으로서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NIC)가 개발한 것입니다.
본 요강에는 Barber Styling 핵심 서비스 및 추가 섹션에 대한
NIC National Esthetics 실기 시험 요강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각 NIC National 실기 시험에 있어서, 모든 응시자 정보 요강(CIB)은 별도의 문서로 저장된 복수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 중요 지침 및 시험 핵심 영역 요강 – 이 문서는 실기 시험의 핵심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실기 시험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 및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추가 서비스 – 이 문서는 NIC 가 시험에 제공하는 추가 섹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기 시험의 일환으로 주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섹션을 확인하려면 국가 규제 기관 또는
시험 관리 벤더에 연락하십시오.
• 참조 문헌 – 이 문서는 NIC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조
문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참조 문헌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 모두에 대해 동일합니다.
반드시 NIC 시험 CIB 를 구성하는 문서 모두를 다운로드 및/또는 인쇄하고 검토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중요 지침


허락 없이 시험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화장실을 가거나 시험을 완료한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험장을 떠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재입장하려면 사진 ID 가 필요합니다.



응시자는 자신이 사용할 용품 키트를 지참해야 합니다.
o
적절하게 세척되어 소독된 충분한 양의 용품을 지참하고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확인하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키트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조 보관함으로 사용될 것이며 시험장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료를 꺼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키트는 밀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o
응시자는 언제든지 키트에서 품목, 용품 등을 꺼낼 수 있지만 키트에 물건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o
모든 시험은 시험 환경에서 실시됩니다.
o
응시자는 항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체 섹션을 완료하거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작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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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 National Examinations 의 표준화 때문에, 시험 감독관과 채점관은 다음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o
o
o
o

시험의 각 섹션별로 구두 지시문을 두 번 읽게 됩니다.
구두 지시문 또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시험 감독관 및/또는 채점관은 응시자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채점관은 응시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정보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다음 중 하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
•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을 들어서 시험 감독관에게 알려주십시오.

o
•

응시자에게는 시험이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범용(일반으로 알려져 있는) 용품을 셋업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o

무제한 시간 섹션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시험의 각 섹션에는 최대 허용 시간이 있습니다.

o

응시자가 세션에서 모든 과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손을 채점관을 향해
들어서(네일 섹션의 경우) 완료했음을 알려주십시오.

o

시험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해당 섹션을 완료한 경우, 채점관은 시험의 다음
섹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 응시자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손을 채점관을
향해 드십시오(네일 서비스의 경우).

o
▪

“본인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배운 대로 하십시오.”

시험의 모든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응시자는 모든 해당 공공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를 따르고
안전한 작업 구역을 유지해야 합니다.
o
혈액이 노출되는 경우, 응시자는 NIC 혈액 노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서 퇴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해서 가장 최근 버전의 NIC 혈액 노출 절차와 부록을
입수하거나, www.nictesting.org 를 방문해서 최신 다운로드 사본을 구하십시오.

o
o


응시자가 감염 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작업 구역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서 방치하는
경우,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금지되는 재료 및 행동의 예를 요약한 것입니다.
o
o
o
o

휴대폰, 호출기, 태블릿, 컴퓨터, 프로젝터, 카메라, 또는 기타 전자 또는 녹화 장치, 인쇄물 또는
수기 노트의 지참.
시험을 완료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지갑, 가방, 코트, 모자 및 기타
개인 용품.
방해하는 행동 표출.
다른 응시자나 채점관에게 대화 시도.
▪

▪

상기의 참조 항목이나 행동은 포괄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 즉각적으로 시험에서 퇴실
조치를 당하고 응시자의 행동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모든 용품에는 영어로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손으로
작성된 라벨이나 다른 형태의 라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 제조업체의 경우, 라벨은 영어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o
o

소독제 및 손 살균제와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이 요구됩니다.
박테리아 살균, 진균 살균 및 바이러스 살균 특성이 명시되어 있는 EPA 등록된 병원 등급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장 시험 용품” 섹션에서 용품 및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주정부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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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소독제 및 손 살균제는 모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환경에는 에어로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배운 대로 제품 및 용품을 활용하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험의 각 섹션에
대해 “권장 시험 용품”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제공됩니다. 권장 용품은 본 요강의 “응시 부문”
섹션 다음에 있습니다.

NIC 모델 또는 마네킹 요건
모델 및 마네킹 요건은 주정부 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규정에 따라 마네킹 머리나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마네킹의 머리를 사용하도록 요구를 받는 경우, 시험에 이것을 준비해서 오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미리 표시되어 있거나 구분이 되어 있는 마네킹 머리는 실기 시험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마네킹 손은 하나의 완전한 손이어야 하며 착탈식 손가락이 있으면 안됩니다.
•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에 마네킹 머리와 손은 시험 주/벤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주의
아래 정보는 다음 시험에 대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NIC 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






응시자는 폐기되는 재료를 적절하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응시자는 재료의
적절한 폐기에 사용할 다음의 용품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o “To be disinfected(소독 예정)”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o “Soiled linens(오염된 린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o “Trash(폐기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본 시험의 목적을 위해 2 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한
명의 신규 고객을 소개해서 준비시켜야 합니다(Barber Styling 실기 시험 응시 부문 섹션 참조).
다음 섹션은 Barber Styling 실기 시험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o 혈액 노출 절차(Blood Exposure Procedure)(응시 부문 섹션 5)
o 모조 제품을 사용한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Test and Strand Test with
Simulated Product)(응시 부문 섹션 7)
응시자는 눈과 입 주위에 시술을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시자는 제품에 일회용 품목으로 라벨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리퍼에는 반드시 코드 또는 모조 제품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일자 레이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레이저 날과 실제 모델 및/또는 마네킹의 요구 사항에 대한 주정부 심사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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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R STYLING 실기 시험
응시 부문 섹션
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의 범위에는 9 개의 핵심 부문 섹션이 포함됩니다.
핵심 부문 섹션은 전국 직업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 작업 구역 및 고객 준비, 용품의 셋업(Work Area and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첫 번째 고객, 10 분)
2. 이발(Haircutting)(40 분)
3. 작업 구역 및 신규 고객 준비, 용품 셋업(Work Area and New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두 번째 고객)(15 분)
4.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Shaving with a Straight Razor)(가변 시간)
5. 혈액 노출 절차(Blood Exposure Procedure)(10 분)
6. 케미컬 웨이브(Chemical Waving)(20 분)
7. 모조 제품을 사용한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Test and Strand Test with
Simulated Product)(10 분)
8. 케미컬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Chemical Relaxer – Virgin Application)(15 분)
9. 헤어 컬러 - 리터치 어플리케이션(Hair Color – Retouch Application)(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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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부문
1. 작업 구역 및 고객 준비, 용품의 셋업(Work Area and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고객을 위해 작업장을 준비하고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범용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본 시험의 헤어컷팅 섹션을 위해 작업 구역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0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1.1
1.2
1.3
1.4

EPA 등록된 병원 등급 소독제(EPA-registered, hospital-grade disinfectant)라는 내용이
영문 라벨로 붙어 있는 제품으로 모든 작업 구역을 완전히 소독합니다.
영문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손을 세정합니다.
범용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NIC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CIB(개정일 9/21/18, 발효일 06/01/2018)
©Copyright 2018 NIC All rights reserved

5

NIC 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 CIB

2. 이발(Haircutting)(4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목덜미에서 층이 지지 않는 상고머리 이발을 수행합니다.”
“가드 또는 분리형 칼날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로 클리퍼 커팅을 시연합니다.”
“빗 위에 가위를 사용하는 기술을 시연합니다.”
“핑거 및 가위 커팅을 시연합니다.”
“전체 헤어컷에서 최소한 ½인치의 모발을 자릅니다.”
“이발을 완료하고 잘 다듬어야 합니다.”
“목의 양면을 일자 레이저로 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점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때까지 작업장에서 잘라낸 모발을 치워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40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0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2.1
2.2
2.3
2.4
2.5
2.6
2.7
2.8

이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두피 분석을 수행합니다.
가드 또는 분리형 칼날이 없는 상태로 클리퍼와 빗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가드 또는 분리형 칼날이 있는 상태로 클리퍼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빗과 가위의 안전한 사용을 시연합니다.
귀 주변의 윤곽선을 만듭니다.
목의 양면을 일자 레이저로 역백핸드 스트로크를 포함하는 면도를 수행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빗을 사용해서 이발 상태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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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10
2.11

귀 전면에 있는 모발의 길이가 일정합니다(구렛나루).
이발이 웨이트 라인(Weight line) 없이 다듬어져 있습니다.
전체 머리에서 최소한 ½ 인치의 모발을 잘랐습니다.

채점관 - 구두 지침: 이발의 최종 모양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에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이제 모발을 청소해도 됩니다. 청소가 끝나면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2.12
2.13
2.14

작업장에서 머리카락을 제거합니다.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채점관이 평가를 완료했다고 알려줄 때 응시자에게 읽어 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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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구역 및 신규 고객 준비, 용품 셋업(Work Area and New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작업장을 정돈하고 시험의 이전 섹션에서 사용되었던 용품을 폐기하게 됩니다.”
“신규 고객을 위해 작업 구역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범용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본 시험의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 섹션을 위해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면도를 위해 고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5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8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3.1
3.2
3.3
3.4

EPA 등록된 병원 등급 소독제(EPA-registered, hospital-grade disinfectant)라는 내용이
영문 라벨로 붙어 있는 제품으로 모든 작업 구역을 완전히 소독합니다.
영문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손을 세정합니다.
범용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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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Shaving with a Straight Razor)(가변 시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거품을 칠하고 스팀 타월을 올려 놓는 작업을 통해 모델 얼굴의 면도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채점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스팀 타월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5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4.1
4.2
4.3
4.4

면도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외관상 청결한 기구를 셋업합니다.
턱수염과 콧수염 부분에 거품을 바릅니다.
스팀 타월을 사용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한 걸음 물러서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린 후에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줍니다.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채점관은 타월을 제거하고, 다시 거품을 칠하고, 면도를 시작할 시점을 개별적으로 지시할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채점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스팀 타월을 제거하거나 어떠한 스트로크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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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스팀 타월을 제거하고, 다시 거품칠하고, 처음 5 개 면도 스트로크를 시연해 주십시오.”
4.5
4.6
4.7
4.8
4.9

스팀 타월과 거품을 제거합니다.
턱수염과 콧수염 부분에 다시 거품을 바릅니다.
1, 3 및 4 영역에서 안전하게 프리핸드 스트로크를 시연합니다.
2 영역에는 백핸드 스트로크를 시연합니다.
5 영역에는 역프리핸드 스트로크를 시연합니다.

채점관 - 구두 지침: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면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연한 스트로크를 평가한 후에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면도 스트로크를 추가로 시연하지 마십시오.”
“서비스의 마무리 단계를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4.10
4.11
4.12

면도 서비스를 완료합니다.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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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 노출 절차(Blood Exposure Procedure)(10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혈액 노출 절차를 시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가상해 보십시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검지를 약간 베였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계속 진행해도 될 정도로 경미한 상해입니다. 작업장 또는 고객은 아직
혈액으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혈액 노출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시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5.1
5.2
5.3
5.4
5.5
5.6
5.7

혈액 노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응급 키트에서 재료를 꺼냅니다.
용품과 재료는 외관상 청결해 보입니다.
소독제로 상처를 씻습니다.
흡수력이 있고 안전한 붕대로 상처를 덮습니다.
응시자가 장갑 또는 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오염된 용품은 모두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채점관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준 경우에
읽으십시오.
“작업장을 정돈하고 시험의 이전 섹션에서 사용되었던 용품을 폐기하게 됩니다.”
“본 시험의 다음 섹션을 위해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케미컬 웨이브(Chemical waving)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and Strand test)
케미컬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Chemical Relaxer – Virgin Application)
헤어 컬러 - 리터치 어플리케이션(Hair Color – Retouch Application)”
NIC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CIB(개정일 9/21/18, 발효일 06/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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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셋업은 10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NIC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CIB(개정일 9/21/18, 발효일 06/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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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케미컬 웨이브(CHEMICAL WAVING)(2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케미컬 웨이브를 시술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머리의 중앙 뒤쪽을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씌울 것입니다.”
“씌우는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20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10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점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때까지 포화도(saturation)를 실시하거나 테스트 로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머지 로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6.1
6.2
6.3
6.4
6.5
6.6

케미컬 웨이브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두피 분석을 수행합니다.
케미컬 웨이브를 위해 모발을 나눕니다.
모발을 씌웁니다.
전체 섹션에서 사용된 로드 배치를 수정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포화도(saturation)를 시연해 주십시오.”
6.7

포화도 시연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테스트 컬을 시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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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테스트 컬 시연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모발에서 로드를 하나 빼십시오.”
채점관 - 구두 지침: 모발에서 로드를 제거하면,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머지 로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채점관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준 경우에
읽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머리에서 남아 있는 모든 로드를 제거하고 나머지 케미컬 서비스를 위해 모발을 4 개
사분면/섹션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5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6.9
6.10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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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조 제품을 사용한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Test and
Strand Test with Simulated Product)(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모조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귀 뒤에서 소인 검사를 시연하게 됩니다.”

“모발의 임의의 부분에 대한 스트랜드 검사를 시연하게 됩니다.”
“결과에 필요한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0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7.1
7.2
7.3
7.4
7.5
7.6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귀 뒤에서 소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스트랜드 검사를 실시합니다.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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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케미컬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Chemical Relaxer – Virgin Application)
(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케미컬 헤어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발의 후면 사분면/섹션 중 하나에 모조 릴랙서 제품을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5 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8 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8.1
8.2
8.3
8.4
8.5
8.6

버진 헤어 릴랙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릴랙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모발을 나눕니다.
모조 릴랙서 제품을 바릅니다.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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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헤어 컬러 - 리터치 어플리케이션(Hair Color – Retouch Application)(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헤어 컬러 리터치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발의 다른 후면 사분면/섹션에 모조 제품을 바르게 됩니다.”
“고객의 모발은 1인치 재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8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9.1
9.2
9.3
9.4
9.5
9.6
9.7

헤어 컬러 리터치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헤어 컬러 리터치 서비스를 위해 모발을 나눕니다.
모조 헤어 컬러 제품을 바릅니다.
헤어 컬러 리터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최종 결과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응시자 청소 및 최종 요약(CANDIDATE CLEANUP AND FINAL
SUMMARY)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험이 완료되면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키트 용품과 일회용 재료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National Barbering 실기 시험을
종료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IC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CIB(개정일 9/21/18, 발효일 06/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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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시험 용품
권장 용품 목록:
• 실기 시험에 권장되는 용품 목록입니다.
• 응시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용품의 라벨링과 관련된 정보:
• 모든 용품에는 영어로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언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에는 영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국어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모든 제조업체의 경우, 라벨은 영어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험 범용/일반 용품
▪ 건조 보관함으로 제공되는 응시자 용품 키트(닫을 수 있어야 함)
▪ 박테리아 살균, 진균 살균 및 바이러스 살균 특성이 명시된 제조업체 라벨이 있는 EPA
등록된 병원 등급(레벨) 소독제(실제 소독제이어야 함)
▪ 손 살균제 및 제조업체 라벨(실제 손 살균제이어야 함)
▪ “items to be disinfected(소독 예정 항목)”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권장: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는 자립형 종이 백)
▪ “soiled linens(오염된 린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권장: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는 자립형
종이 백)
▪ “trash(폐기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권장: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는 자립형 종이 백)
▪ 응급키트
▪ 페이퍼 타월
헤어 캐어 - 범용/일반 용품
▪ 마네킹 머리 및 테이블 클램프 또는 삼각대(미리 표시되어 있거나 미리 분할된 마네킹은
허용되지 않음)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넥 스트립
▪ 면 타월
▪ 헤어 클립 및/또는 클램프
▪ 빗
▪ 브러시
▪ 면도 크림(에어로졸이 아닌 제품)
▪ 물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 병
▪ 주걱
▪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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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가위
▪ 클리퍼(클리퍼에는 반드시 실제 전기 코드가 있어야 함)
▪ 가드/분리형 칼날
▪ 일자 레이저
▪ 면도 크림(에어로졸이 아닌 제품)
면도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일자 레이저
▪ 면도 크림(에어로졸이 아닌 제품)
▪ 스팀 타월
▪ 토너, 탈크 또는 보습제
혈액 노출 절차 용품
▪ 혈액 오염된 재료를 폐기할 추가 백
케미컬 웨이브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케미컬 웨이브 로드
▪ 솜
▪ 보호용 연고
▪ 엔드 페이퍼(End paper)
▪ 모조 웨이브 로션(물)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 용품
▪ 스킨 클리너
▪ 어플리케이터 브러시
▪ 컬러 모조 제품과 사용되는 볼(Bowl) 또는 병 어플리케이터
케미컬 릴랙서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보호용 연고
▪ 어플리케이터 브러시
▪ 컬러 모조 제품과 사용되는 볼(Bowl) 또는 병 어플리케이터
헤어 컬러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보호용 연고
▪ 어플리케이터 브러시
▪ 컬러 모조 제품과 사용되는 볼(Bowl) 또는 병 어플리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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