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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프로그램
도제 프로그램은 도제라고 불리는 교육생이 미용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또는 이발사가 되기위해, 캘리포니아
이미용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소지자의 지도와 감독아래,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살롱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임금을 벌 수 있도록 허가하는 노동 관계부, 도제기준 부서(DAS)의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허가받은 살롱의 소유주, 교육자, 프로그램 스폰서, 및 도제 간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고용
계약서(indenture agreement)라고 불립니다.
이는 상근(full-time) 2 년 3200 시간 프로그램입니다. 도제는 반드시 상근직(최소한 주당 32 시간)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교실에서 최소 220 시간의 관련 보충 교육(RSI)을 받아야 합니다.
도제 프로그램의 필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6 세 이상, 10 학년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

2.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신분인증 번호(ITIN) 보유

3.

39 시간의 사전 도제 교육 과정 이수

4.

“도제 면허 및 교육자와 시설의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위원회에 납부

5.

최소 주당 32 시간의 노동 가능

6.

고용주는 최소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

7.

유효한면허증 소지자가 교육을 감독해야 하고,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인 시설은 유효한 허가 업소이어야
한다. 벌금 체납 상태의 교육자와 시설은 불허한다.

도제가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려면, 인증 받은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께서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는 곳을 돌아보면서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스폰서는 필요한 서류와 도제 면허를 얻기위한 신청서의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살롱에서 이수한 3200 시간과
교실에서 이수한 220 시간의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직업 면허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시험의 응시를
위한 신청서와 시험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면, 직업 면허증을 수령하시게 되며 더이상 교육자의 감독 아래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도제는 도제 면허를 발급 받고 수중에 보유한 후에야 일 할 수 없습니다. 도제로 일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시설 없소의 소유주, 교육자, 도제 신청자는 소환장 발급 및 최고$1000 애 이르는 행정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위원회에 (916) 574-7570 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첨부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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