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 

응시자 정보 요강(CIB) 

시험 내용 및 중요 관리 지침 

시험을 치르기 전에 공식 시험 제공 기관의 웹 사이트 또는 www.nictesting.org를 방문하여 최신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National 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Inc. - Cosmetology 실기 시험 CIB(핵심) 1 

© Copyright 2022 NIC All Rights Reserved    (발효일 7/1/2022)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은  

Cosmetologist 에 대한 면허 교부 시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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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강에는 NIC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 내용, 

Cosmetology 핵심 서비스 관리 및 추가 섹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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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중요 지침 및 시험 핵심 부문 내용 - 실기 시험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와 지침 그리고 실기

시험의 핵심 섹션에서 다루는 내용 범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 - NIC 가 시험을 위해 제공하는 추가 섹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응시자의

주에서 실기 시험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섹션이 어느 것인지 결정하려면, 주 정부 규제

기관이나 시험 관리 공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문헌 - 이는 NIC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참조

문헌의 목록입니다.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의 참조 문헌은 항상 동일합니다.

반드시 NIC 시험 CIB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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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에서든 시험장을 떠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재입장하려면

사진 ID 가 필요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자신의 용품 키트를 가져와 사용해야 합니다.

o 응시자는 적절히 세척되고 소독을 거친 용품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기구가 올바른 작업

순서대로 있는지 책임을 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o 이 키트는 시험 중 건조한 보관 공간으로 사용되며 작업 공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위해 재료를 꺼낼 때를 제외하고 키트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합니다.

o 응시자는 언제든지 키트에서 품목, 소모품 등을 꺼낼 수 있지만, 키트에 아무것도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o 모든 시험은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o 응시자는 항상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 섹션을 완료하거나 종료 시각이 지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o 반드시 살균, 곰팡이 제거, 살바이러스 특성이 입증되고 EPA에 등록된 소독 물티슈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 스프레이는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www.nictes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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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 National 시험의 표준화로 인해 시험 감독관과 시험관은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o   구두 지시는 시험의 섹션별로 두 번 읽습니다. 

o 구두 지시를 제외하면, 시험 감독관은 응시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o 시험관은 응시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o 시험 도중에 정보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배운 대로 하십시오."  

o 응시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을 들어 시험 감독관에게 알리십시오. 

 응시자에게는 시험 보는 동안 사용할 범용(일반이라고도 함) 용품을 배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o 시간제한이 없는 섹션으로 지정된 섹션을 제외하면 시험의 섹션별로 최대 허용 시간이 

있습니다. 

o 응시자가 섹션의 모든 과제를 완료하면, 뒤로 물러나거나 손을 룸 앞쪽으로(네일 섹션의 경우)  

돌려서 과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리십시오.   

o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한 섹션을 완료하면, 시험관이 시험의 다음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o 타이머가 울리면,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한 다음 즉시 뒤로 물러나거나 손을 룸 

앞쪽으로(네일 서비스의 경우) 돌려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을 보는 동안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공공 보호 및 감염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작업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o 혈액 노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시자는 NIC 혈액 노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NIC 혈액 노출 절차의 최신 버전과 부록을 얻으려면 시험 제공 기관에 문의하거나 

www.nictesting.org 에서 최신 사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o 응시자가 감염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공간을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금지되는 자료 및 행동의 예를 요약한 

       것입니다.  

o 휴대폰, 손목시계(모든 종류), 호출기, 태블릿, 컴퓨터, 프로젝터, 카메라, 또는 기타 전자 또는 

녹화 장치, 인쇄물 또는 수기 노트의 지참. 

o 지갑, 가방, 코트, 모자 그리고 시험을 완료하는 데 직접 필요하지 않은 기타 개인 물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 

o 다른 응시자나 감독관에게 대화 시도.   

 상기의 참조 항목이나 행동은 포괄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 즉각적으로 시험에서 

퇴실 조치를 당할 것이며, 응시자의 행동은 해당 기관에 통보될 것입니다.  

 모든 용품에는 반드시 영문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라벨이 필요한 경우, 손으로 

쓴 라벨이나 다른 유형의 라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라벨은 반드시 영문 

라벨이어야 합니다. 다른 언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만들지 않은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만 표기되어야 합니다. 

o 모든 소독제와 손 소독제의 경우,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라벨이 필요합니다.  

http://www.nictesting.org/


NIC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 

 

National 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Inc. - Cosmetology 실기 시험 CIB(핵심) 3 

© Copyright 2022 NIC All Rights Reserved     (발효일 7/1/2022) 
 

o 반드시 살균, 곰팡이 제거, 살바이러스 특성이 입증되고 EPA 에 등록된 소독 물티슈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 스프레이는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품 및 제품에 

관한 추가적인 주별 요건을 보려면 "권장 시험 용품"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소독제 및 손 소독제의 경우, 모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에어로졸은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응시자는 제품과 용품을 활용하면서 배운 대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요강의 "내용 

부문" 섹션 다음에는 "권장 시험 용품" 섹션이 있는데, 응시자가 섹션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NIC 모델 또는 마네킹 요건 

모델 및 마네킹 요건은 주별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주에서 마네킹의 머리나 손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응시자가 마네킹 머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시험용 마네킹 머리를 준비하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전에 표시되거나 미리 분할된 마네킹 머리는 실기 시험의 어느 부분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시자가 마네킹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시험용 마네킹 손을 준비하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네킹의 손은 반드시 손 전체여야 하며, 손가락은 분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마네킹의 머리와 손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보는 주/시험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주의 사항 
다음은 NIC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에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응시자는 폐기되는 재료를 적절하게 표기했는지를 평가받습니다. 응시자는 재료를 적절하게 

폐기하기 위해 다음 물품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o "To be disinfected(소독 대상)"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o "Soiled linens(더러워진 리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o "Trash(쓰레기)"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이 시험의 목적을 위해 두 명 이상의 고객이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소개되며, 

시험 과정 중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Cosmetology 실기 시험 내용 부문 섹션 참조). 

 응시자는 눈과 입 주변을 작업할 때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일회용 품목에 제품 라벨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소독 절차 중에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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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OLOGY 실기 시험  

내용 부문 섹션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의 범위에는 열(10) 가지 핵심 부문의 섹션이 포함됩니다.   

핵심 부문 섹션은 국가 직업 분석에 기반합니다. 
 

1. 작업 공간 및 고객 준비, 용품 배열(첫 번째 고객(15분)) 

2. 열 컬링(10분) 

3. 헤어컷(35분) 

4. 작업 공간 및 새 고객 준비, 용품 배열(두 번째 고객(15분)) 

5. 케미컬 웨이빙(20분) 

6. 모조 제품을 이용한 알러지 성향 검사 및 가닥 검사(10분) 

7. 모조 컬러 제품과 포일을 이용한 하이라이팅, 버진 도포(15분) 

8. 모조 컬러 제품을 이용한 헤어 컬러 리터치(10분) 

9. 모조 컬러 제품을 이용한 버진 헤어 릴랙서(베이스 없음) 도포(15분) 

10. 혈액 노출 절차(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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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문 

 

1. 작업 공간 및 고객 준비, 용품 배열(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고객을 위한 작업 공간을 준비합니다." 

"지금 시험을 보는 동안 사용할 범용 용품을 배열합니다."  

"지금 다음 시험 섹션을 위한 용품도 배열해야 합니다. 

       열 컬링, 

       헤어컷." 

*주별 지침에 따른 추가 구두 지시* 

"지금 고데기 플러그를 꽂으십시오."(뜨거운 고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읽어 주십시오)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고객 보호, 안전, 감염 관리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5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8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구두 지시 후 시작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떤 절차도 시연하지 

  마십시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1.1 제조업체의 영문 라벨이 있으며 살균, 살바이러스, 곰팡이 제거 기능이 있는 EPA 등록 

소독제로 모든 작업 공간을 소독합니다. 

1.2 제조업체의 영문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손을 소독합니다.  

1.3 고객 1을 위해 용품을 배열합니다. 

1.4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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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 컬링(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열 컬링을 수행합니다."  

"머리 윗부분에 4개의 컬을 만듭니다."       

"10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5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2.1 열 컬링 용품과 기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2.2 고데기의 온도를 테스트합니다. 

2.3 열 컬링을 위해 머리를 나눕니다. 

2.4 고데기의 안전한 사용을 시연합니다.  

2.5 컬 4개의 최종 모양 

2.6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열 드레이핑을 유지합니다. 

2.7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NIC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 

 

National 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Inc. - Cosmetology 실기 시험 CIB(핵심) 7 

© Copyright 2022 NIC All Rights Reserved     (발효일 7/1/2022) 
 

3. 헤어컷(3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헤어컷을 수행합니다." 

"면도기와 가위를 사용해서 기본 레이어드 헤어컷을 완성합니다." 

"헤어컷을 하는 동안 최소한 1인치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합니다." 

"시험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때까지 작업 공간에서 잘라 낸 머리카락을 

  치우지 마십시오." 

"35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18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3.1 헤어컷 용품 및 헤어컷 기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3.2 헤어컷을 위해 머리를 나눕니다. 

3.3  면도기의 안전한 사용을 시연합니다.  

3.4 가위의 안전한 사용을 시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관 - 구두 지시: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머리 모양을 확인하는 데 귀하의 빗을 좀 써도 될까요?" 

 

3.5 헤어컷의 최종 모양 

 

시험관 - 구두 지시: 최종 헤어컷 모양 평가가 끝나면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지금 머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완료한 후에는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3.6 작업 공간에서 머리카락을 제거합니다. 

3.7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3.8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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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시험관이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시험관이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시험관이 평가를 완료했다고 알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시험관들은 지금 교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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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공간 및 새 고객 준비,  

용품 배열(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업 공간을 분류한 후에 시험의 이전 섹션에서 사용한 용품을  

   폐기합니다." 

"새 고객을 위한 작업 공간을 준비합니다." 

"지금 나머지 시험을 위해 범용 용품을 배열합니다." 

"지금 다음 시험 섹션을 위한 용품도 배열해야 합니다. 

         케미컬 웨이빙, 

       알러지 성향 검사 및 가닥 검사, 

       포일을 이용한 하이라이팅, 버진 도포, 

       헤어 컬러 리터치, 

       버진 헤어 릴랙서 도포." 

 

*주별 지침에 따른 추가 구두 지시*  

"지금 왁스 포트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응시자의 주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고객이 케미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고객 보호, 안전, 감염 관리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5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8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구두 지시가 내려지고 시작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떤 절차도 시연하지 마십시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4.1 제조업체의 영문 라벨이 있으며 살균, 살바이러스, 곰팡이 제거 기능이 있는 EPA 등록 

소독제로 모든 작업 공간을 소독합니다. 

4.2 제조업체의 영문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손을 소독합니다.  

4.3 고객 2를 위해 영문 라벨이 붙은 용품을 배열합니다.  

4.4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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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미컬 웨이빙(2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케미컬 웨이빙을 수행합니다."  

"머리의 정수리에서 목덜미까지 뒷머리 중앙 부분 전체를 감쌉니다."  

"감싸고 나면 뒤로 물러나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20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10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5.1 케미컬 웨이빙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으며 기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5.2 케미컬 웨이빙을 위해 머리를 나눕니다.  

5.3 머리를 감쌉니다. 

5.4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로드 및 밴드가 알맞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관 - 구두 지시: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처음 세 개의 로드에서 포화를 시연하십시오." 

 

5.5 처음 세 개의 로드에서 포화를 시연합니다. 

 

시험관 - 구두 지시: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테스트 컬을 시연하십시오." 

 

5.6 테스트 컬을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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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 구두 지시: 테스트 컬 평가가 끝나면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시험관이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시험관이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머리에서 모든 로드를 제거한 후에 나머지 케미컬 서비스를 위해 5개의 섹션을 만듭니다." 

 "5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2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5.7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케미컬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5.8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NIC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 

 

 
National 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Inc. - Cosmetology 실기 시험 CIB(핵심) 12 

© Copyright 2022 NIC All Rights Reserved     (발효일 7/1/2022) 

 

 

6. 모조 제품을 이용한 알러지 성향 검사 및 

가닥 검사(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영구 염색에 대한 알러지 성향 검사 및 가닥 검사를 수행합니다." 

"귀 뒤에 알러지 성향 검사를 시연합니다." 

"모발의 한 부분에 가닥 검사 과정을 시연합니다."  

 "10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5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6.1 알러지 성향 검사 및 가닥 검사 제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으며 기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6.2 귀 뒤에 알러지 성향 검사를 시연합니다. 

6.3 가닥 검사 과정을 시연합니다. 

6.4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케미컬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6.5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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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조 컬러 제품과 포일을 이용한 하이라이팅, 버진 도포(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포일을 이용한 하이라이팅, 버진 도포를 수행합니다."  

"앞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윗부분에 4개의 포일을 붙입니다." 

"포일 위쪽의 가장자리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모조 하이라이팅 제품을 도포합니다."  

"15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8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7.1 하이라이팅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으며 기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7.2 포일을 이용한 하이라이팅을 시연하기 위해 머리를 나눕니다. 

7.3 포일 배치를 시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7.4 모조 제품 적용의 최종 결과 

7.5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케미컬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7.6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관 - 구두 지시: 최종 포일의 외관 평가가 끝나면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다음 구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시험관들이 이 섹션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시험관이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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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조 컬러 제품을 이용한 

헤어 컬러 리터치(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헤어 컬러 리터치를 수행합니다."  

"이 고객의 경우, 원래 머리가 1인치 정도 자랐습니다." 

"뒷머리의 한 부분에 모조 헤어 컬러 제품을 적용합니다."  

"10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5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8.1  헤어 컬러 리터치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으며 기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8.2 헤어 컬러 리터치를 위해 머리를 나눕니다. 

8.3 모조 헤어 컬러 제품을 적용합니다. 

8.4 헤어 컬러 리터치 적용의 최종 결과 

8.5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케미컬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8.6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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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조 컬러 제품을 이용한 

버진 헤어 릴랙서(베이스 없음) 도포(15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버진 헤어 릴랙서(베이스 없음) 도포를 수행합니다." 

"뒷머리를 사분면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에 모조 릴랙서 제품을 바릅니다."  

 "15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8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9.1 버진 헤어 릴랙서 용품에 영문 라벨이 붙어 있으며 기구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9.2 릴랙서 도포를 준비합니다. 

9.3  모조 릴랙서 제품을 바르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9.4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케미컬 드레이프를 유지합니다. 

9.5 섹션이 진행되는 동안 소독 대상, 더러워진 리넨, 쓰레기를 올바른 용기에 담아 둡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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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액 노출 절차(10 분)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혈액 노출 절차를 시연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서비스 도중 집게손가락에 약간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입니다. 해당 상처는 아직 여러분의 작업 

공간이나 고객을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적절한 혈액 노출 절차를 시연해야 합니다." 

 

"고객 보호, 안전, 감염 관리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0 분 이내에 이 섹션을 마쳐야 합니다." 

"5 분이 남았을 때 알려드립니다." 

"완료했음을 나타내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1) "지시가 반복됩니다."   

(2) "시작해도 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과제를 평가받습니다. 

 

10.1 혈액 노출 용품에는 영문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10.2     구급 상자에서 재료를 꺼냅니다. 

10.3     용품과 재료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합니다.  

10.4     소독제로 상처 부위를 세척합니다.   

10.5     흡수력이 좋고 고정이 되는 드레싱으로 감쌉니다. 

10.6     응시자는 장갑이나 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10.7     오염된 용품을 모두 폐기합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종료 시각이 지나기 전에 섹션을 완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응시자가 시험의 이 섹션을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모든 응시자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응시자 주변 정리 및 최종 요약 

 

시험 감독관 - 구두 지시: 시험이 끝나면 모든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시험관이 평가를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모든 키트 용품과 일회용 재료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National 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 National Cosmetology 

 실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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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시험 용품 

권장 용품 목록: 

 이는 실기 시험용 권장 용품 목록입니다. 

 응시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재료를 모두 책임지고  

가져와야 합니다. 

 

용품 라벨 관련 정보: 

 모든 용품에는 반드시 영문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라벨이 없으면 다른 언어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라벨은 반드시 영문 라벨이어야 합니다. 다른 언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만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공급품 

 "items to be disinfected(소독 대상 품목)"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soiled linens(더러워진 리넨)"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trash(쓰레기)"라는 라벨이 붙은 용기 

 가위 

 고데기 온도 테스트용 재료 

 구급 상자 

 마네킹 머리 및 테이블 클램프 또는 삼각대(사전에 표시되거나 미리 분할된 마네킹은 

허용되지 않음) 

 면 

 면도기  

 모조 웨이빙 로션(워터) 

 모조 헤어 릴랙서 컬러 제품 

 모조 헤어 컬러 제품 

 목 스트립 

 물이 담긴 스프레이 병 

 반드시 살균, 곰팡이 제거, 살바이러스 특성이 입증되고 EPA에 등록된 소독 물티슈를 

사용해야 합니다(반드시 실제 소독용 물티슈여야 함). 

 보호 크림 

 보호용 케이프(어린이용 케이프 사용 가능) 

 브러시, 도포용 볼 또는 병 

 빗 

 손 소독제 및 제조업체의 라벨(반드시 실제 손 소독제여야 함) 

 스킨 클렌저 

 스패출러 

 응시자가 건조한 보관 공간으로 사용할 용품 키트(반드시 닫을 수 있어야 함) 

 장갑 

 종이 수건 

 줄이 풀리거나 변형되지 않은 열 고데기 

 천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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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컬 웨이브 로드 

 파지 

 포일 

 헤어 브러시 

 헤어 클립 및/또는 클램프 

 혈액에 오염된 재료 폐기용 추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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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OLOGY & HAIR DESIGN 

REFERENCES 
Cosmetology Career Concepts 
CLIC International 
2014 
Pottsville, PA 17901 

Milady Standard Cosmetology + Foundations 
2023, 14th Edition 
ISBN: 9780357871492 
Contact: Info@Milady.com 
www.Milady.com 

Pivot Point Fundamentals: Cosmetology, (101-113) 
©2016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1st Edition, 1st Printing, November 2016. 
ISBN 978–1-940593-56-2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www.pivot-point.com 
Contact: info@pivot-point.com 
847-886-0500, Ext. 7399

Today’s Class: Cosmetology 1, Cosmetology, 2, Basic Esthetics 1 & 2, Nail Technician 
2016 
Melior, Inc. 
https://www.todaysclass.com/index.html 
877-22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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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dy Standard Cosmetology 
2016, 13th Edition 
ISBN: 978128576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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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n Fundamentals Cosmetology 
2014, 3rd Edition, 1st Printing. September 2014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www.pivot-point.com 
Contact: info@pivot-point.com 
847-886-0500, Ext.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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