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국무부(NYS DEPARTMENT OF STATE) 라이센싱 서비스과(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피부 미용 실기
시험 정보
NYS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One Commerce Plaza,
PO Box 22001, Albany, NY 12201-2001

실기 시험 일정
참고: 필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실기 시험 일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에는 시험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일정 예약 시 $15 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본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시험 일정을 다시
예약해야 할 때는 불이익($15 수수료 환불 불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 예정일 기준 최소 6 일
이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일정을 취소하거나, 예정된 시험일에 늦게 도착하거나, 시험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시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참고: 시험 특별 편의 제공 요청을 위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의
담당자가 시험 일정과 함께 연락을 드립니다.

실기시험 입장
시험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이 포함된 정부 발급 서명 신분증 양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만료되지 않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주 발급 신분증(예: 비운전자 신분증)
IDNYC 카드(뉴욕 시 신분증(NYC Identification Card))
군인 신분증
미국 여권
미국 이민국(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INS) 발급 신분증
미국 시민권 증명서
외국 여권
멕시코 및 에콰도르 영사관 신분증

모든 예약 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중간 이름 또는
중간 이름 이니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에 하이픈(-)이 포함될 경우 성명 전체를 기재해 주십시오.
귀하의 성명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시험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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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시험 준비
피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옷차림을 갖추고 시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외관 및 전문성과
관련해 귀하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
2)
3)
4)
5)
6)

최소한 1/4 길이 소매가 달린 깨끗하고 세탁 가능한 외부 의복 필수.
발가락과 뒤꿈치가 막히고 발등을 덮는 신발 착용(캔버스화 금지).
손이나 팔의 장신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예외: 결혼반지 및 손목시계).
껌 씹기 또는 휴대폰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착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손톱은 깨끗하고 짧은 상태여야 한다. 폴리시 사용 금지.

본 시험에는 실제 모델을 본인이 데려와야 합니다. 모델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반드시 16세 이상이고,
모든 필수 작업을 실시하는 데 동의하고, 시험에 포함된 모든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의
피부는 깨끗한 상태로 화장을 하지 않고 눈에 띄는 질환이나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모델은 시험의
트위징(눈썹 관리) 부분에서 제거할 수 있는, 삐져나온 눈썹이 있어야 합니다.
용품 목록에 기재된 대로 본인의 시험 용품 및 도구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용품 및 도구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일부 시험 시술 수행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시술
피부 미용 실기 시험은 각 시술에 대해 지정된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로 구성됩니다.
수험자는 특정 시간 안에 다음과 같은 시술을 선보여야 합니다.
작업 구역 및 모델/마네킹 준비(15분)
불필요한 털 제거(15분)
얼굴 관리(60분)
메이크업 시술 및 정리(30분)
시험 시술 과제는 웹 사이트 www.dos.ny.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실기는 완료까지 약
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전체 시험 시간 동안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시험을
통과하려면 70%의 점수를 달성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국무부 실기 시험부서(Department of State’s Practical Examination Unit)에 (518) 473-2740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일반 정보를 문의할 경우에는 라이센싱 서비스과 에(518) 453-813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자세한 면허 정보는 www.dos.ny.gov 를 방문하셔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궂은 날씨일 경우 웹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시험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sthetics Practical Examination Information – KO (Rev. 03/16)

필수 용품 및 도구
도구상자에 아래 나와 있는 항목을 담아 가져오셔야 합니다. 모든 도구는 사전에 청소와 살균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제품과 용품은 새것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커버를 씌우고 라벨링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영어로 라벨링되어야 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적절히 라벨링하고 스프레이 병에 담은 미리 혼합된 표면 살균제
라벨링하여 스프레이 병에 담은 물
커버를 덮고 “깨끗한 상태(clean)” 및 “깨끗하지 않은 상태(dirty)”로 표기한 용기 2개: 깨끗한 도구의
보관 및 운반용 1개와 오염된 도구 운반용 1개
일회용 장갑(2세트)
마사지 크림 또는 오일
페이셜 클렌저, 스킨 토너 또는 아스트리젠트 및 데이 프로텍션
페이셜 트리트먼트 마스크
트위저
메이크업 제품: 파운데이션, 컨실러, 마스카라, 립 컬러, 립 펜슬, 아이 섀도, 아이라이너, 아이브로
파우더 및/또는 펜슬, 치크 컬러, 페이스 파우더 등
적당한 크기로 잘라 미리 적셔 재밀봉식 비닐 봉지에 담은 코튼 롤 또는 비슷한 제품
모델용 머리 드레이프 또는 머리 드레이핑 재료
기본 티슈(상자형)
큰 타월 2개
작은 보울 2개 – 1개는 클렌징 패드를 담아둘 때 사용, 1개는 선택사항이며 코튼을 버리기 전에
담아둘 때 사용할 수 있음
모슬린 왁싱 스트립 6개(일반용 4개와 윗입술용 2개)와 우드 스패튤라
탤컴 파우더/콘스타치 또는 기타 왁싱 시술에 적당한 파우더
작은 병에 담긴 꿀(소프트 왁스 제품 시뮬레이션용으로 사용)
사용한 코튼 패드, 일회용 도포용 도구 등을 담을 만큼 큰 비닐 봉지 (작업 표면에 부착할
테이프를 지참할 것)
살롱 가운(모델용)
마일드한 소독 또는 수딩 로션/크림
일회용 브러시/도포용 도구(마스카라, 립, 아이) 또는 새 메이크업 브러시 세트(파우더와 블러시
도포에는 일회용 도포용 도구보다 코튼을 사용할 수 있음)
스패튤라
펜슬 샤프너(아이브로, 립, 아이라이너용)
일회용 클렌징 패드/코튼 또는 스폰지
면봉 - 선택사항 (아이 섀도 바를 때 사용할 수 있음)

시험 결과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귀하께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시험 섹션 하단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뉴욕 주 라이센스
센터(NYS License Center)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실기 시험을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뉴욕 주 피부
미용 면허(New York State Esthetics License)가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뉴욕 주
라이센스 센터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다른 시험 일정을 예약하십시오. 시험 당일 또는 전화로는 결과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시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석 요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실기 시험에 대한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석이란 강점과 단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기 시험 보고서 또는 세부내역입니다. 귀하는 시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기 시험 합격 점을 달성한 개인에게는 분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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