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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계약 
보안 계약서 

시험의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시험의 보안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사업 및 전문가 
법률 조항 123).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123)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벌금이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시 시험 자격 박탈의 사유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거부됩니다. 

시험의 보안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로 판결이 나면,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미용술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최고 
$10,000의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시험 몇 가지 보안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험실에서 시험 자료 제거

* 일부의 시험 자료를 복사 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후보와의 대화

* 다른  후보의 시험 베끼기

* 다른 사람의 부정 행위를 허용  하는 것

* 시험중, 휴식, 혹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학습 자료, 책, 노트 등을 시험실, 리셉션 공간, 화장실, 복도에서 소유하는 것

*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

* 다른 사람이 본인 대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다른 사람과 공휴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시험 질문을 암기하여 후기에 사용하는 것

* 시험 전후 혹은 도중에 시험문제 혹은 기타 자료를 얻는 것

* 과거에 시행 되었거나 현재 실행 되고 있거나 미래에 시행 될 시험 문제의 판매 혹은 구매

* 화장실, 복도, 또는 시험실에서 전화기, 녹음기, 카메라, 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

"아래에이 문서에 서명함으로 위에 표기된 책임들을 읽고 이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전술 한 바와 같이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이 문서에 서명 할 때, 나는 상기 한 바와 같이 책임을 읽고 이해하고 이에 동의 함을 증명합니다." 

"나는 위증시 처벌을 받으면서 비즈니스 및 직업 법전 7321 에서 7330 (시험 자격) 섹션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 함을 증명하고 캘리포니아 학생의 경우 캘리포니아 학교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총 시간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거나 이사회가 승인 한 견습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본인은 이사회가 사기,기만 또는 이사회에 대한 허위 진술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험에 응했다는 이유로위원회가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달리 제한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정자로 기입) 
후보자의 이름: _ 파일 번호 : 

서명 :  날짜: 

시험 당일에 서명 하 고 시험 사이트에이 편지를 지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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