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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DEL PASO ROAD, SUIT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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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52-5210 

미용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22_348 (01/23) 

위원회의 임무 

윤리규범을홍보하고이미용 
산업법규를강화하여 

캘리포니아소비자의건강과 
안전을보장합니다 . 

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용사 , 피부미용사 , 네일아티스트는캘리포니아에서 
이미용위원회의허가와규제를받습니다 . 위원회는이런 
면허소지자가소비자를보호하도록하기위해주법률및 
감염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보장합니다 . 

어떤 면허 유형을 취득해야 하나요 ? 
어떤유형의서비스를제공할지생각해보십시오 . 미용사 
(모발 , 피부및손톱관리)는피부미용사(피부관리)및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와동일한서비스를제공할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학교를 추천합니까 ? 
위원회는특정학교를추천할수없습니다 . 	
위원회는예비학생들이미용학교에서무엇을알아봐야 
하는지알수있도록이팜플렛을개발했습니다 . 

미용의 관행은 다음 관행의 전부 또는 다음 관행의 모든 
조합입니다 : 

•	 임의의사람의모발에대한어레인징 , 드레싱 , 
컬링, 웨이브 , 무기계식영구웨이브 , 영구웨이브 , 
클렌징 , 컷팅, 	 샴푸 , 릴렉싱 , 신징, 탈색, 착색, 염색, 
스트레이트닝 , 염색, 헤어토닉바르기 , 미용, 또는기타 
방식의처치. 

•	 미용제제, 소독제 , 토너 , 로션또는크림을사용하거나 
사용하지않고손, 장치, 용구또는기구를사용하여 
두피, 얼굴, 목, 팔또는인체의상부를마사지 , 세정또는 
자극하기 .1 

•	 미용제제, 소독제 , 토너 , 로션또는크림을사용하여 
얼굴, 목, 팔또는인체의상부미용하기 .1. 

•	 임의의사람몸에서여분의털을제거하기위해 
제모제또는핀셋, 화학물질또는제제를사용하거나 , 
일반적으로광선으로알려진빛의사용을제외한모든 
종류또는설명의장치또는기기사용.1 

•	 임의의사람손톱자르기 , 다듬기 , 연마하기 , 착색하기 , 
컬러링 , 또는지우기 .2 

•	 임의의사람손이나발을마사지 , 클렌징 , 트리트먼트 
또는미용하는행위.2 

•	 임의의사람속눈썹과눈썹에틴팅및퍼밍, 또는속눈썹 
붙이기 .1 

1은스킨케어관행에포함됩니다	
2는네일케어관행에포함됩니다 

https://www.barbercosmo.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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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조사 불만 제기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 목록을 사용하여 학교 웹사이트를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의 보건 및 안전 문제 , 
방문하거나 , 전화하거나 , 캠퍼스를 방문하여 제공되는 최소 장비 요구 사항 충족 및/또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 
프로그램 , 커리큘럼 , 수업료 , 학생 서비스 등에 대해 운영되는 것과 관련한 이미용위원회 법률 및 규정 위반에 
알아보십시오 . 온라인에서 과거 학생들의 후기를 대해 관할권을 갖습니다 . 위원회의 관할권 하에서 
확인하세요 . 여러 학교를 조사하여 귀하에게 적합한 학교를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https://barbercosmo.ca.gov/ 
확인하십시오 . enforcement/complaint.shtml 에서 위원회 웹사이트에 

미용사 , 피부미용사 , 네일 아티스트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시간 판매를 제안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미용 학교 

위원회는 미용 학교를 승인합니다 . 학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위원회의 최소 교과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 이러한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시간과 
수료증은 위원회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위원회는 매니큐어 , 에스테틱 , 메이크업 또는 속눈썹 
연장 학교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 미용학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는 모든 학교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전체 미용학 
과정을 제공하는 승인된 미용학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승인된 학교 목록은 위원회 웹사이트( www.barbercosmo. 
ca.gov/schools/approved_schools.pdf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미용학 = 1,000 시간 
– 에스테틱 = 600 시간 
– 	매니큐어 = 400 시간 

학교는 최소 시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최소 프로그램 요구 사항이 주 면허의 
최소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경우 , 학교는 주 면허에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 목록을 포함하여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 

서면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면허 시험에 대한 
학교의 합격/불합격률은 www.barbercosmo.ca.gov/ 
schools/schls_rslts.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인증은 기관이 일정 수준의 교육 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인증 기관의 인정받는 것입니다 . 미국 교육부는 
다음 사이트에서 인정하는 인증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https://ope.ed.gov/dapip.위원회는 인증 기관에 대해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습니다 . 

인증은 일정 수준의 학업 수준을 보장합니다 . 인증은 
유지, 졸업 및 고용과 같은 긍정적인 학생 결과를 입증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조사할 때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 

교과 과정 

미용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최소한 다음 영역에 대한 기술적 
및 실제적 가르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보건및안전 100 시간 
• 소독및위생 100 시간 
• 화학 헤어 서비스 200 시간 
•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200 시간 
• 피부 관리 서비스 150 시간 
• 제모및속눈썹및눈썹미용 50 시간 
•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100 시간 

에스테틱(스킨케어)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최소한 다음 
영역에 대한 기술적 및 실제적 가르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보건및안전 100 시간 
• 소독및위생 100 시간 
• 피부 관리 350 시간 
• 제모및속눈썹및눈썹미용 50 시간 

네일 케어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최소한 다음 영역에 대한 
기술적 및 실제적 가르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보건및안전 100 시간 
• 소독및위생 100 시간 
•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150 시간 

추가 최소 교육과정 요건 정보는 비즈니스 및 직업 강령 
섹션 7362.5, 7364 및 7365 를 참조합니다 . 

필요한 커리큘럼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만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사립 중등교육청 

모든 학교는 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소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립 중등 교육청( BPPE )은 
캘리포니아의 사립 중등 교육 기관의 감독을 통해 학생과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 

사기, 계약 문제(등록 계약 미준수) , 자격이 없는 
교직원 , BPPE 승인 없이 운영 , 다른 주 또는 주 기관이 
취한 징계 조치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BPPE 
웹 사이트( https://www.bppe.ca.gov )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888) 370 7589 )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bppe@dca.ca.gov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barbercosmo.ca.gov/schools/approved_schools.pdf
https://www.barbercosmo.ca.gov/schools/approved_schools.pdf
https://www.barbercosmo.ca.gov/schools/schls_rslts.shtml
https://www.barbercosmo.ca.gov/schools/schls_rslts.shtml
https://ope.ed.gov/dapip/#/home
https://barbercosmo.ca.gov/enforcement/complaint.shtml
https://barbercosmo.ca.gov/enforcement/complaint.shtml
https://www.bppe.ca.gov/
mailto:bppe%40dca.ca.gov?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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