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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은 이용술에 대한  

면허 교부 시험으로서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NIC)가 개발한 것입니다. 

 

본 요강에는 Barber Styling 핵심 서비스 및 추가 섹션에 대한 

NIC National Esthetics 실기 시험 요강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각 NIC National 실기 시험에 있어서, 모든 응시자 정보 요강(CIB)은 별도의 문서로 저장된 복수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 중요 지침 및 시험 핵심 영역 요강 – 이 문서는 실기 시험의 핵심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실기 시험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 및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추가 서비스 – 이 문서는 NIC가 시험에 제공하는 추가 섹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기 시험의 일환으로 주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섹션을 확인하려면 국가 규제 기관 또는 

시험 관리 벤더에 연락하십시오.  

• 참조 문헌 – 이 문서는 NIC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조 

문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참조 문헌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 모두에 대해 동일합니다. 

  

반드시 NIC 시험 CIB를 구성하는 문서 모두를 다운로드 및/또는 인쇄하고 검토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중요 지침 

 허락 없이 시험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화장실을 가거나 시험을 완료한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험장을 떠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재입장하려면 사진 ID가 필요합니다. 

 응시자는 자신이 사용할 용품 키트를 지참해야 합니다.  

o 적절하게 세척되어 소독된 충분한 양의 용품을 지참하고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확인하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키트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조 보관함으로 사용될 것이며 시험장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료를 꺼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키트는 밀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o 응시자는 언제든지 키트에서 품목, 용품 등을 꺼낼 수 있지만 키트에 물건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o 모든 시험은 시험 환경에서 실시됩니다.  

o 응시자는 항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체 섹션을 완료하거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작업하십시오.   

http://www.nictes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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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 National Examinations의 표준화 때문에, 시험 감독관과 채점관은 다음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o 시험의 각 섹션별로 구두 지시문을 두 번 읽게 됩니다. 

o 구두 지시문 또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시험 감독관 및/또는 채점관은 응시자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o 채점관은 응시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o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정보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다음 중 하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 “본인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 “배운 대로 하십시오.”  

o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을 들어서 시험 감독관에게 알려주십시오. 

• 응시자에게는 시험이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범용(일반으로 알려져 있는) 용품을 셋업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o 무제한 시간 섹션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시험의 각 섹션에는 최대 허용 시간이 있습니다. 

o 응시자가 세션에서 모든 과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손을 채점관을 향해 

들어서(네일 섹션의 경우) 완료했음을 알려주십시오.   

o 시험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해당 섹션을 완료한 경우, 채점관은 시험의 다음 

섹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o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 응시자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손을 채점관을 

향해 드십시오(네일 서비스의 경우). 

▪ 시험의 모든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응시자는 모든 해당 공공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를 따르고 

안전한 작업 구역을 유지해야 합니다.   

o 혈액이 노출되는 경우, 응시자는 NIC 혈액 노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서 퇴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시험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해서 가장 최근 버전의 NIC 혈액 노출 절차와 부록을 

입수하거나, www.nictesting.org를 방문해서 최신 다운로드 사본을 구하십시오. 

o 응시자가 감염 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작업 구역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서 방치하는 

경우,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금지되는 재료 및 행동의 예를 요약한 것입니다.  

o 휴대폰, 호출기, 태블릿, 컴퓨터, 프로젝터, 카메라, 또는 기타 전자 또는 녹화 장치, 인쇄물 또는 

수기 노트의 지참. 

o 시험을 완료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지갑, 가방, 코트, 모자 및 기타 

개인 용품.  

o 방해하는 행동 표출. 

o 다른 응시자나 채점관에게 대화 시도.   

▪ 상기의 참조 항목이나 행동은 포괄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 즉각적으로 시험에서 퇴실 

조치를 당하고 응시자의 행동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 모든 용품에는 영어로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손으로 

작성된 라벨이나 다른 형태의 라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 제조업체의 경우, 라벨은 영어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o 소독제 및 손 살균제와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이 요구됩니다.  

o 박테리아 살균, 진균 살균 및 바이러스 살균 특성이 명시되어 있는 EPA 등록된 병원 등급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장 시험 용품” 섹션에서 용품 및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주정부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nictes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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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독제 및 손 살균제는 모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시험 환경에는 에어로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응시자는 배운 대로 제품 및 용품을 활용하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험의 각 섹션에 

대해 “권장 시험 용품”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제공됩니다. 권장 용품은 본 요강의 “응시 부문” 

섹션 다음에 있습니다. 

NIC 모델 또는 마네킹 요건 

모델 및 마네킹 요건은 주정부 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규정에 따라 마네킹 머리나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마네킹의 머리를 사용하도록 요구를 받는 경우, 시험에 이것을 준비해서 오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미리 표시되어 있거나 구분이 되어 있는 마네킹 머리는 실기 시험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마네킹 손은 하나의 완전한 손이어야 하며 착탈식 손가락이 있으면 안됩니다.  

•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에 마네킹 머리와 손은 시험 주/벤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주의 
아래 정보는 다음 시험에 대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NIC 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응시자는 폐기되는 재료를 적절하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응시자는 재료의 

적절한 폐기에 사용할 다음의 용품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o “To be disinfected(소독 예정)”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o “Soiled linens(오염된 린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o “Trash(폐기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본 시험의 목적을 위해 2 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한 

명의 신규 고객을 소개해서 준비시켜야 합니다(Barber Styling 실기 시험 응시 부문 섹션 참조). 

 다음 섹션은 Barber Styling 실기 시험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o 혈액 노출 절차(Blood Exposure Procedure)(응시 부문 섹션 5) 

o 모조 제품을 사용한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Test and Strand Test with 

Simulated Product)(응시 부문 섹션 7) 

 

• 응시자는 눈과 입 주위에 시술을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시자는 제품에 일회용 품목으로 라벨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리퍼에는 반드시 코드 또는 모조 제품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일자 레이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레이저 날과 실제 모델 및/또는 마네킹의 요구 사항에 대한 주정부 심사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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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R STYLING 실기 시험  

응시 부문 섹션 

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의 범위에는 9개의 핵심 부문 섹션이 포함됩니다.   

핵심 부문 섹션은 전국 직업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 작업 구역 및 고객 준비, 용품의 셋업(Work Area and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첫 번째 고객, 10분) 

2. 이발(Haircutting)(40분) 

3. 작업 구역 및 신규 고객 준비, 용품 셋업(Work Area and New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두 번째 고객)(15분) 

4.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Shaving with a Straight Razor)(가변 시간) 

5. 혈액 노출 절차(Blood Exposure Procedure)(10분) 

6. 케미컬 웨이브(Chemical Waving)(20분) 

7. 모조 제품을 사용한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Test and Strand Test with 

Simulated Product)(10분) 

8. 케미컬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Chemical Relaxer – Virgin Application)(15분) 

9. 헤어 컬러 - 리터치 어플리케이션(Hair Color – Retouch Application)(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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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부문 

 

1. 작업 구역 및 고객 준비, 용품의 셋업(Work Area and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고객을 위해 작업장을 준비하고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범용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본 시험의 헤어컷팅 섹션을 위해 작업 구역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1.1 EPA 등록된 병원 등급 소독제(EPA-registered, hospital-grade disinfectant)라는 내용이 

영문 라벨로 붙어 있는 제품으로 모든 작업 구역을 완전히 소독합니다.  

1.2 영문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손을 세정합니다. 

1.3 범용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1.4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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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발(Haircutting)(4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목덜미에서 층이 지지 않는 상고머리 이발을 수행합니다.”  

“가드 또는 분리형 칼날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로 클리퍼 커팅을 시연합니다.” 

“빗 위에 가위를 사용하는 기술을 시연합니다.” 

“핑거 및 가위 커팅을 시연합니다.” 

“전체 헤어컷에서 최소한 ½인치의 모발을 자릅니다.” 

“이발을 완료하고 잘 다듬어야 합니다.” 

“목의 양면을 일자 레이저로 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점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때까지 작업장에서 잘라낸 모발을 치워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4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0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2.1 이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2.2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2.3 두피 분석을 수행합니다.  

2.4 가드 또는 분리형 칼날이 없는 상태로 클리퍼와 빗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2.5 가드 또는 분리형 칼날이 있는 상태로 클리퍼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2.6 빗과 가위의 안전한 사용을 시연합니다.  

2.7 귀 주변의 윤곽선을 만듭니다.  

2.8 목의 양면을 일자 레이저로 역백핸드 스트로크를 포함하는 면도를 수행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빗을 사용해서 이발 상태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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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귀 전면에 있는 모발의 길이가 일정합니다(구렛나루). 

2.10 이발이 웨이트 라인(Weight line) 없이 다듬어져 있습니다.   

2.11 전체 머리에서 최소한 ½ 인치의 모발을 잘랐습니다. 

 

채점관 - 구두 지침:  이발의 최종 모양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에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이제 모발을 청소해도 됩니다. 청소가 끝나면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2.12 작업장에서 머리카락을 제거합니다.  

2.13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2.14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채점관이 평가를 완료했다고 알려줄 때 응시자에게 읽어 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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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구역 및 신규 고객 준비, 용품 셋업(Work Area and New Client 

Preparation, and Set Up of Supplies)(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작업장을 정돈하고 시험의 이전 섹션에서 사용되었던 용품을 폐기하게 됩니다.” 

“신규 고객을 위해 작업 구역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범용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본 시험의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 섹션을 위해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면도를 위해 고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8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3.1 EPA 등록된 병원 등급 소독제(EPA-registered, hospital-grade disinfectant)라는 내용이 

영문 라벨로 붙어 있는 제품으로 모든 작업 구역을 완전히 소독합니다. 

3.2 영문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손을 세정합니다.  

3.3 범용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3.4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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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Shaving with a Straight Razor)(가변 시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거품을 칠하고 스팀 타월을 올려 놓는 작업을 통해 모델 얼굴의 면도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채점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스팀 타월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4.1 면도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4.2 외관상 청결한 기구를 셋업합니다.  

4.3 턱수염과 콧수염 부분에 거품을 바릅니다.  

4.4 스팀 타월을 사용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한 걸음 물러서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린 후에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줍니다.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채점관은 타월을 제거하고, 다시 거품을 칠하고, 면도를 시작할 시점을 개별적으로 지시할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채점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스팀 타월을 제거하거나 어떠한 스트로크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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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스팀 타월을 제거하고, 다시 거품칠하고, 처음 5개 면도 스트로크를 시연해 주십시오.” 

 

4.5 스팀 타월과 거품을 제거합니다.  

4.6 턱수염과 콧수염 부분에 다시 거품을 바릅니다.  

4.7 1, 3 및 4 영역에서 안전하게 프리핸드 스트로크를 시연합니다.  

4.8 2 영역에는 백핸드 스트로크를 시연합니다. 

4.9 5 영역에는 역프리핸드 스트로크를 시연합니다. 

 

채점관 - 구두 지침:  일자 레이저를 사용한 면도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면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연한 스트로크를 평가한 후에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면도 스트로크를 추가로 시연하지 마십시오.” 

“서비스의 마무리 단계를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4.10 면도 서비스를 완료합니다.  

4.11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4.12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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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 노출 절차(Blood Exposure Procedure)(10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혈액 노출 절차를 시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가상해 보십시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검지를 약간 베였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계속 진행해도 될 정도로 경미한 상해입니다. 작업장 또는 고객은 아직 

혈액으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혈액 노출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시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5.1 혈액 노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5.2 응급 키트에서 재료를 꺼냅니다. 

5.3 용품과 재료는 외관상 청결해 보입니다. 

5.4 소독제로 상처를 씻습니다.  

5.5 흡수력이 있고 안전한 붕대로 상처를 덮습니다. 

5.6 응시자가 장갑 또는 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5.7 오염된 용품은 모두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채점관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준 경우에 

읽으십시오. 

“작업장을 정돈하고 시험의 이전 섹션에서 사용되었던 용품을 폐기하게 됩니다.” 

“본 시험의 다음 섹션을 위해 용품을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케미컬 웨이브(Chemical waving)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and Strand test) 

케미컬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Chemical Relaxer – Virgin Application) 

헤어 컬러 - 리터치 어플리케이션(Hair Color – Retouch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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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셋업은 1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지침을 듣고 시술을 시작하도록 지시받기 전까지는 시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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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케미컬 웨이브(CHEMICAL WAVING)(2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케미컬 웨이브를 시술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머리의 중앙 뒤쪽을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씌울 것입니다.”  

“씌우는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2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10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점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때까지 포화도(saturation)를 실시하거나 테스트 로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머지 로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6.1 케미컬 웨이브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6.2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6.3 두피 분석을 수행합니다.  

6.4 케미컬 웨이브를 위해 모발을 나눕니다.  

6.5 모발을 씌웁니다. 

6.6 전체 섹션에서 사용된 로드 배치를 수정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포화도(saturation)를 시연해 주십시오.” 

 

6.7  포화도 시연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테스트 컬을 시연해 주십시오.” 



NIC National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 CIB 

 

NIC Barber Styling 실기 시험 CIB(개정일 9/21/18, 발효일 06/01/2018)  14 

©Copyright 2018 NIC All rights reserved 

 

 

6.8  테스트 컬 시연 

 

채점관 - 구두 지침: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모발에서 로드를 하나 빼십시오.” 

 

채점관 - 구두 지침:  모발에서 로드를 제거하면,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머지 로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채점관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준 경우에 

읽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머리에서 남아 있는 모든 로드를 제거하고 나머지 케미컬 서비스를 위해 모발을 4개 

사분면/섹션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2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6.9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6.10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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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조 제품을 사용한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Predisposition Test and 

Strand Test with Simulated Product)(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모조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귀 뒤에서 소인 검사를 시연하게 됩니다.” 

“모발의 임의의 부분에 대한 스트랜드 검사를 시연하게 됩니다.”  

“결과에 필요한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0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5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7.1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7.2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7.3 귀 뒤에서 소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7.4 스트랜드 검사를 실시합니다.  

7.5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7.6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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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케미컬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Chemical Relaxer – Virgin Application)   

(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케미컬 헤어 릴랙서 - 버진 어플리케이션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발의 후면 사분면/섹션 중 하나에 모조 릴랙서 제품을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8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8.1 버진 헤어 릴랙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8.2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8.3 릴랙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모발을 나눕니다. 

8.4 모조 릴랙서 제품을 바릅니다. 

8.5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8.6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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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헤어 컬러 - 리터치 어플리케이션(Hair Color – Retouch Application)(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헤어 컬러 리터치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발의 다른 후면 사분면/섹션에 모조 제품을 바르게 됩니다.” 

“고객의 모발은 1인치 재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객 보호, 안전 및 감염 관리 절차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본 섹션은 15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8분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1)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9.1 헤어 컬러 리터치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9.2 기구 및 용품이 외형상으로 청결합니다. 

9.3 헤어 컬러 리터치 서비스를 위해 모발을 나눕니다. 

9.4 모조 헤어 컬러 제품을 바릅니다. 

9.5 헤어 컬러 리터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최종 결과 

9.6 섹션 전체에서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9.7 전체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할 품목, 오염된 린넨, 그리고 폐기물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응시자가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본 시험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 있기 전에 타이머가 종료된 경우에 

읽어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응시자 청소 및 최종 요약(CANDIDATE CLEANUP AND FINAL 

SUMMARY)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침: 시험이 완료되면 모든 응시자에게 읽어주십시오. 

“모든 채점관이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키트 용품과 일회용 재료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National Barbering 실기 시험을 

종료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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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시험 용품 

 

권장 용품 목록: 

• 실기 시험에 권장되는 용품 목록입니다. 

• 응시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용품의 라벨링과 관련된 정보: 

• 모든 용품에는 영어로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언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 원래 제조업체의 라벨에는 영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국어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모든 제조업체의 경우, 라벨은 영어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험 범용/일반 용품 

▪ 건조 보관함으로 제공되는 응시자 용품 키트(닫을 수 있어야 함) 

▪ 박테리아 살균, 진균 살균 및 바이러스 살균 특성이 명시된 제조업체 라벨이 있는 EPA 

등록된 병원 등급(레벨) 소독제(실제 소독제이어야 함) 

▪ 손 살균제 및 제조업체 라벨(실제 손 살균제이어야 함) 

▪ “items to be disinfected(소독 예정 항목)”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권장: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는 자립형 종이 백) 

▪ “soiled linens(오염된 린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권장: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는 자립형 

종이 백) 

▪ “trash(폐기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권장: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는 자립형 종이 백) 

▪ 응급키트 

▪ 페이퍼 타월 

 

헤어 캐어 - 범용/일반 용품 

▪ 마네킹 머리 및 테이블 클램프 또는 삼각대(미리 표시되어 있거나 미리 분할된 마네킹은 

허용되지 않음)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넥 스트립 

▪ 면 타월 

▪ 헤어 클립 및/또는 클램프 

▪ 빗  

▪ 브러시 

▪ 면도 크림(에어로졸이 아닌 제품) 

▪ 물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 병 

▪ 주걱 

▪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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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가위 

▪ 클리퍼(클리퍼에는 반드시 실제 전기 코드가 있어야 함) 

▪ 가드/분리형 칼날 

▪ 일자 레이저 

▪ 면도 크림(에어로졸이 아닌 제품) 

 

면도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일자 레이저 

▪ 면도 크림(에어로졸이 아닌 제품) 

▪ 스팀 타월 

▪ 토너, 탈크 또는 보습제 

 

 혈액 노출 절차 용품 

▪ 혈액 오염된 재료를 폐기할 추가 백 

 

케미컬 웨이브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케미컬 웨이브 로드 

▪ 솜 

▪ 보호용 연고 

▪ 엔드 페이퍼(End paper) 

▪ 모조 웨이브 로션(물) 

 

소인 검사 및 스트랜드 검사 용품 

▪ 스킨 클리너 

▪ 어플리케이터 브러시 

▪ 컬러 모조 제품과 사용되는 볼(Bowl) 또는 병 어플리케이터 

  

케미컬 릴랙서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보호용 연고 

▪ 어플리케이터 브러시 

▪ 컬러 모조 제품과 사용되는 볼(Bowl) 또는 병 어플리케이터 

 

헤어 컬러 용품 

▪ 보호용 케이프(권장: 아동용 케이프) 

▪ 보호용 연고 

▪ 어플리케이터 브러시  

▪ 컬러 모조 제품과 사용되는 볼(Bowl) 또는 병 어플리케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