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국무부(NYS DEPARTMENT OF STATE) 라이센싱 서비스과(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미용 실기
시험 용품 목록
NYS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One Commerce Plaza,
PO Box 22001, Albany, NY 12201-2001
참고: 라벨링이 필요한 모든 용품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밀봉용 비닐 봉지에 용품을 포장하고, 각각의 별도 시술에 따라 분류 및 라벨링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용품은 각 시술을 실시해야 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본인의 운반 가방이나 플라스틱 보관 용기에 그대로
두도록 합니다(편의를 위해, “바퀴형" 운반 시스템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포장하기 전에 모든 도구/장비를
살균/청소하도록 합니다.
* 중요: 규정된 시작 시간 후에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료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외관, 작업 구역 준비 및 고객 준비
전문적인 외관:
☐ 셔츠나 옷 위에 입는 외부 의복(또는 작업복/앞치마)의 청결도
(참고: 앞치마를 착용할 경우, 반드시 아래에 최소한 캡/쇼트 소매를 입을 것 – 어깨 노출 금지)

제안: 특정 학교, 살롱 또는 기타 소속과 연관된 아이템의 소지 또는 착용을 삼갑니다.
기억해 둘 사항: 안전상의 이유로, 발가락과 뒤꿈치가 막히고 발등을 덮으며 쉽게 구멍이 나지 않는 소재로 만든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캔버스 같은 소재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작업 구역 준비:
☐ 원래의 라벨링된 포장 상태의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승인을 받은 표면 위생처리 용액(액상, 스프레이, 와이프 등일 수 있음)
☐ 일회용 타월 또는 천 타월(표면을 닦아 말리는 용도)
☐ 유리 세정제 - 선택사항(작업대의 거울 청소용)
☐ 일회용품/쓰레기용 비닐 봉지
☐ 쓰레기 봉지를 작업 구역에 고정하기 위한 테이프
고객(마네킹) 준비:
* 중요: 마네킹이 커트 또는 처리되어 있을 경우, 해당인은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스냅온(snap-on) 헤어나
마네킹에 부착해야 하는 기타 헤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네킹(컬러는 본인 선택) - 반드시 커트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사전에 레이어링되어 있는 마네킹 사용 불가),
처리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퍼머와 염색이 되어 있지 않을 것), 단일 색상의 천연모여야 함
(참고: 헤어는 목 뒷부분(nape)으로부터 최소 8 인치 또는 필수 시술을 실시할 정도로 충분한 길이여야 합니다.)
☐ 마네킹을 고정할 카운터 탑 고정 집게(바닥 스탠드형 사용 금지)
(참고: 소지한 고정 집게에 보호용 커버가 없을 경우, 고정 집게 밑에 깔아 카운터 탑을 보호할 수건, 타월 또는
기타 보호장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빗질(comb-out) 또는 샴푸용 가운(짧은 길이 또는 아동용 크기 권장)
☐ 목 스트립 및/또는 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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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용 일반 용품:
☐ 명확하게 라벨링한 스프레이 물병(미리 채워둘 것)(물 제공 여부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여분의 물병을 가져올
것을 권장합니다.)
☐ 손 살균제(원래의 병/디스펜서 또는 패킷 그대로)
☐ 원래 포장용기 그대로 알코올 와이프 또는 스프레이온 도구 살균제(시험용: 가위/레이저 오염의 경우에 사용)
☐ ‘혈액 오염’(‘blood contamination’)이라고 라벨링한 플라스틱, 고형(딱딱한) 용기(미용 가위/가위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커야 함) 및 밀봉용 비닐 봉지(출혈 대비용)
☐ 붕대(2~3 개) - ‘응급용(First Aid)’이라고 라벨링한 밀봉용 비닐 봉지에 담아(고형 용기 안에 넣는 것도 가능)
☐ 스패튤라(필요에 따라 용기에서 제품을 덜어내는 용도) - 선택사항
깨끗한 도구를 오로지 밀봉용 비닐 봉지에만 담아 운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도
필요합니다:
☐ 도구(가위, 브러시 등) 운반용으로 ‘청결’(‘clean’)이라고 라벨링한 커버를 덮은 용기
사용한 도구를 모두 일회용 봉지에 담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도 필요합니다:
☐ 시험 시 사용한 도구(가위, 브러시 등) 운반용으로 ‘청결하지 않음’(‘dirty’)이라고 라벨링한 커버를 덮은 용기
및 헤어컷팅 용품

헤어컷팅 기술 - 90 도 레이어드 컷(50 분)
☐ 명확하게 라벨링한 스프레이 물병(미리 채워둘 것)(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내놓을 수 있음)
☐ 컷팅용 미용가위/가위(2 개가 권장되나 필수사항은 아님)
☐ 숱 가위 - 선택사항(과도한 숱을 쳐내려는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컷팅 빗, 다용도 빗 또는 꼬리빗
☐ 섹션용 클립
☐ 보호대가 있는 레이저(레이저 빗과 다듬기용 스타일링 레이저는 사용 가능, 가열식 레이저(heated razor)는
사용 불가)
☐ 레이저 날(여분의 날은 선택사항)
☐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선택사항)

드라이 스타일링 기술(15 분)
☐ 명확하게 라벨링한 스프레이 물병(미리 채워둘 것)(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내놓을 수 있음)
☐ 드라이어
☐ 컨센트랙터 노즐 - 선택사항(일부는 뜨거워질 수 있으므로 가방에 넣기 전에 컨센트랙터 노즐을 감쌀 작은
타월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컷팅 빗 또는 다용도 빗(선택사항)
☐ 둥근 브리슬 브러시(크기 상관없음) - 팁이 달린 브러시도 사용 가능
☐ 섹션용 클립

열 컬링/컬링 아이론 기술(15 분)
* 중요: 시험의 이 부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 마셀 아이론(marcel iron)을 지참해야 합니다(스프링
그립 컬링 아이론과 스토브는 사용 금지).
☐ 마르셀 아이론(Marcel Iron) - 3/4 인치 배럴(전기식만 가능 - 스토브나 스프링 그립은 사용 불가)
☐ 경질 고무, 티타늄 또는 기타 내열 소재 빗
☐ 섹션용 클립 및/또는 핀 컬 클립(단일 또는 이중 프롱)
☐ 타월 도는 컬링 아이론 커버(아이론을 감싸 운반 가방에 넣기 위해) - 참고: 안전을 위해, 아이론을 식을
때까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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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시연:
기술 시연: 롤러 장착 - 머리 윗부분(10 분)
☐ 명확하게 라벨링한 스프레이 물병(미리 채워둘 것)(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내놓을 수 있음)
☐ 꼬리빗 또는 다용도 빗
☐ 섹션용 클립
☐ 전체 크기의 1 과 1/8 인치 마그네틱 롤러(베이지 가능) - 최소 3 개(브러시 또는 Velcro 롤러는 사용 불가)
☐ 핀 컬 클립(단일 또는 이중 프롱), 롤러 클립 또는 감춤(hideaway) 클립(롤러 고정용)
기술 시연: 화학적 리스트럭처링/퍼머 - 머리 왼쪽(10 분)
☐ 화학제 차단용 드레이핑을 위한 천 타월(남은 시험 시간 동안 마네킹을 드레이핑한 상태로 둘 것)
☐ 타월(도포 시 얼굴 보호용)
☐ ‘퍼머 로션’(‘permanent waving lotion’)이라고 라벨링한 도포용 병(사용한 퍼머 병은 깨끗한 상태일 경우 사용
가능)(밀봉용 도포 병에 물을 담을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퍼머 로션’(‘permanent waving lotion’)이라고 라벨링한 작은 물병(도포용 병에 담아 사용)
☐ 꼬리빗 또는 다용도 빗
☐ ‘보호 크림’(‘protective cream’)이라고 라벨링한 젤(보호 크림의 사용을 시뮬레이션할 용도)
☐ 코튼 코일(본인 선택에 따라 얼굴 부위 둘레 또는 왼쪽 전체 블록에 배치할 만큼 충분히)
☐ 퍼머 로드 - 전체 길이(모두 회색, 모두 흰색 또는 모두 보라색)
☐ 엔드 페이퍼
☐ 장갑(퍼머 로션을 도포할 때와 컬 테스트를 실시할 때 사용) [참고: 젤 도포 시에는 장갑을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 시연: 사선 핀 컬 웨이브/C-쉐이핑 - 머리 오른쪽(10 분)
☐ 손가락 웨이브 빗 또는 꼬리빗(금속 팁 꼬리빗 사용 가능)
☐ 핀 컬 클립(단일 또는 이중 프롱)
☐ 손가락 웨이브 로션(선택사항) - (물 같은 농도의 손가락 웨이브 로션만 사용 가능,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가락 웨이브 로션’(‘finger wave lotion’)이라고 라벨링해야 함)
기술 시연: 손가락을 이용한 웨이브 - 머리 뒤쪽(10 분)
☐ 손가락 웨이브 빗 또는 다용도 빗
☐ 손가락 웨이브 로션(선택사항) - (물 같은 농도의 손가락 웨이브 로션만 사용 가능,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가락 웨이브 로션’(‘finger wave lotion’)이라고 라벨링해야 함)
참고: 일부 브랜드 손가락 웨이브 로션의 경우 본 시험용으로는 너무 되직합니다. 물을 손가락 웨이브 로션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 시술 서비스:
화학 시술 서비스: 포일 시뮬레이션 - 우측 앞쪽 섹션(15 분)
* 중요: 컨트롤보드/백보드 및 사전 성형된 위빙 빗(weaving comb)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미리 잘라둔(준비된) 포일 또는 미리 잘라둔(준비된) 종이 - 위빙 3 회 및 슬라이스 3 회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 ‘탈색제’(‘lightener’)라고 라벨링한 콜레스테롤 용기 또는 병(용기에서 바로 작업하거나 틴트 보울을 사용할 수
있음)
☐ 틴트 보울(선택사항)
☐ 틴트 브러시 또는 염색용 스패튤라
☐ 꼬리빗(금속 팁 꼬리빗 사용 가능)
☐ 섹션용 클립(금속 또는 비금속 모두 가능)
☐ 장갑(전체 도포 과정 동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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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시술 서비스: 헤어염색 시뮬레이션(리터치) - 우측 뒤쪽 섹션(10 분)
☐ ‘틴트/염료’(‘tint/color’)라고 라벨링한 콜레스테롤 용기 또는 병(용기에서 바로 작업하거나 틴트 보울을 사용할
수 있음)
☐ 틴트 보울(선택사항)
☐ 틴트 브러시 또는 염색용 스패튤라
☐ 섹션용 클립(금속 또는 비금속 모두 가능)
☐ 장갑(전체 도포 과정 동안 착용)
화학 시술 서비스: 화학적 리스트럭처링(로드 없는 스트레이트 처리) 시뮬레이션 - 좌측 앞쪽(최초 시술)/좌측
뒤쪽(리터치) (25 분)
☐ ‘스트레이트너/릴렉서’(‘straightener/relaxer’)라고 라벨링한 콜레스테롤 용기 또는 병(용기에서 바로
작업하거나 틴트 보울을 사용할 수 있음)
☐ 틴트 보울(선택사항)
☐ 틴트 브러시 -또는- 염색용 스패튤라 -또는- 꼬리빗
☐ 섹션용 클립(금속 또는 비금속 모두 가능)
☐ ‘보호 베이스’(‘protective base’)라고 라벨링한 컬러 젤(보호 베이스의 사용을 시뮬레이션할 용도) [참고: 투명
젤을 사용할 경우 점수를 잃게 됩니다.]
☐ 장갑(전체 도포 과정 동안 착용) [참고: 젤 도포 시에는 장갑을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 구역 청소
☐ 마네킹을 운반할 여분의 비닐 봉지(선택사항)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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