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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 프로그램 소개
견습 프로그램은 견습 기준 부서(DAS)와 이미용위원회(위원회)가 승인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견습이라고 불리는
수습 직원이 미용사, 이발사 또는 전기 요법 숙련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이사회가 허가한 시설에서
교육자의 지도와 감독하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견습 프로그램 참가 자격

1. 최소 열 여섯(16)살 이상으로 10학년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 수료
2. 유효한 사회 보장(SSN) 또는 납세자 식별(TIN) 번호 보유

3.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사진 포함) 보유
4. 직장내 교육 훈련(OJT)에 최소 32시간 최대 42½시간 참여. 견습직은 2년동안 최소 3200 OJT
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5. 관련 보충 설명(RSI) 수업 참여 및 수료. 견습직은 2년동안 최소 220 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견습직이 되는 방법

견습직이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려면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프로그램 스폰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은 이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모든 견습 프로그램은 가입비를 청구합니다. 여러 견습 프로그램에 연락해 요금, 해당 요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RSI 수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스폰서가 개인 중고등 교육
부서(부서)에 지원하여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이 교육은 $25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스폰서가 면제 없이 $2500.00 이상을 요구한다면, 부서(https://www.bppe.ca.gov/.)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2. 프로그램 스폰서의 사전 견습 교육 수업 39시간을 수료하십시오. 이 수업은 기본적인 위생 및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 법규를 가르칩니다.
39시간의 사전 견습 교육 수업을 수료하면, 프로그램 스폰서는 견습직에게 다음 양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1.

“견습 면허 신청서와 교육자 및 시설 승인”. 견습직을 교육할 사람 및 견습직이 일하게 될 시설을 직접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는 견습직의 교육을 감독할 유효한 면허를 소유해야 하며, 견습직의
교육을 하게 될 시설도 유효한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교육자와 시설은 현재 미지불된 벌금이 있거나
지난 2년간 사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교육자의 책임 기술서” 이 양식은 견습직이 일하는 시설 내에서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3. DAS의 캘리포니아 견습직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서류

임금 및 근로자 보상금
견습직 면허는 견습직의 신청 목록에 있는 시설에 발급됩니다. 면허를 받으면, 교육자와 함께 살롱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시설 소유주)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 견습직은 의뢰를 받아서 일하거나 일하기로 등록된 시설에 장소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습직을 위한 근로자 보상금을 보유합니다.
시험 및 면허 교부
최소 21개월 이상의 견습 프로그램과 필수 OJT 및 RSI 시간을 수료하면,”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비용은 신청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전문가 면허를 받게 되며, 더이상
견습직으로서 교육자 밑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습직은 견습 면허가 발급되어 이를 소유하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견습직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시설 소유자와 견습 신청자에게 행정 소환장 및 최대 $100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다른 용건이
있다면, 위원회에 이메일(bbcapprentice@dca.ca.gov)을 보내거나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연락 주십시오.

Rev Date 02/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