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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미용 학교 3개교에게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대상은 “학위 남발” 혐의 학교
세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소비자부 (DCA)의 사립 고등 교육국(BPPE)은, DCA의
이미용위원회(BBC)와의 공동 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미용 학교 3개교에 대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Queenston College of America, 템플시티에
위치한 John Ridgel’s Academy of Beauty, 및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Orange Valley
College 입니다.
해당 명령은 7월 16일, 7월 18일 및 7월 19일 오후 5시에 각각 발효되며, 또한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의 수업료와 수수료에 대한 징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BPPE의 조사관 및 BBC의 직원들이 캠퍼스 실사, 학생 및 교직원 인터뷰 및 학교 기록과
파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학교들이 학생들이 교육 및
커리큘럼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BBC의 규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였다는 부정확한 거짓 문서를 BBC에 제출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BPPE와 BBC에서 " 교육 이수 시간 매매" 또는 "학위 남발"이라고 부르는 관행입니다.
BPPE의 단체장인 Dr. Michael Marion은 "BPPE의 사명은 교육 이수 시간을 매매하는
부도덕한 관행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학위
남발 학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들에게 규정된 교육
시간과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용인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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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또한 BBC는 해당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규정된 교육과 커리큘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마찬가지의 믿음 때문에, BPPE에게 현재 해당 학교 출신 학생들의 시험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BBC는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BBC의 행정관 Kristy Underwood가 말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교육 받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수료한 교육에 대해 부정확한
거짓 자격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해 나갈 것입니다."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에 더하여, BPPE는 학생들이 학생 수업료 회복
기금을 통하여 학생들을 돕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금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고, 그들이 성적표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BPPE 에 (888) 370-7589번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하거나, 교육국의 웹싸이트 www.bppe.ca.gov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미용위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예. 미용사, 이발사, 매니큐어사, 피부미용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및 도제)과 서비스가 시행되는 영업 시설 모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소비자와 면허 소지자에게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barbercosmo.ca.gov/.
사립 고등 교육국은 캘리포니아의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학생 및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bppe.ca.gov
소비자보호국(DCA)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면서, 능률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면허 시술자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전문가(면허 소지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DCA에 (800) 952-5210번으로
연락하여, 관련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www.dca.ca.gov에서 온라인으로 고소 고발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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