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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예약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시험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공휴일에는 시험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데이
신정

2022년 1월 17일 휴관
2022년 5월 30일 휴관
2022년 7월 4일 휴관
2022년 9월 5일 휴관
2022년 11월 24-25일 휴관
2022 년 12 월 26-27 일 휴관
2022년 1월 1일 휴관

PSI LICENSURE:CERTIFICATION 에 의한 시험
본 응시자 정보 요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발사, 미용사,
매니큐어 미용사, 피부관리사 및 전기제모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위원회는 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licensure:certification (PSI)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PSI

시험 개발
시험은 National-Interstate Council of State
Cosmetology (NIC)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Boards

of

응시자들이 본인의 시험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예약
www.psiexams.com에서 연중 무휴로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양식 작성 시에, 시험을
예약할 수 있는 날짜들이 제시됩니다. 등록을 완료하려면
하나의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추적 가능한 확인 번호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통한 예약
시험을 예약하려면 태평양 표준시 기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877) 392-6422번으로 PSI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TDD 서비스는 (800) 735-2929번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예약 변경
결시 또는 시험 시간에 늦는 경우, 응시료는 몰수당하게 되며
새로운 신청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여 BBC를 통해 재시험을
신청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취소 통보가 예정된 시험일로부터 이(2)일 전에
접수되는 경우, 응시료를 몰수당하지 않고 필기 시험을
취소하고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ww.psiexams.com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877) 392-6422번으로 PSI에 전화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음성 메일 메시지는 허용 가능한 취소 형식이 아닙니다.
PSI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PSI 에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말하십시오.

결시 또는 늦은 시험 취소
다음의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되고, 예정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료도 몰수됩니다.
1. 예정된 시험일로부터 2 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2. 시험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3. 시험 시작 시간 후에 도착한 경우;
4. 시험장에 도착 시,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문항은 초급 실무에 대해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 깊게 연구되었고 간행된 참고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모든 BBC 시험은 50개의 선다형 문항을
포함하는 이용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100개의 선다형 문항을
포함합니다. 모든 응시자들은 90분인 이용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을 완료하는데 120분이 허용됩니다.
시험 문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로 인해, 일부 시험은
추가적인 (득점 비대상) 문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항들은 시험을 통틀어 무작위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문항들은 면허 교부에 대한 합격 점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응시자 정보 요강(CIB)을 확인하려면 위원회의 웹
사이트(www.barbercosmo.ca.gov)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용사, 미용사, 피부관리사, 전기제모 전문가 및 매니큐어
미용사 시험은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은 가급적 폭넓은 청중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언어의 가장 보편적인 또는 중립적인 버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격 기준 확립
면허 시험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응시자의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험은 응시자를 기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응시자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초급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업무 및 직업 규범 101.6절에 따라, 이사회, 사무국 및 위원회의
목적은 “…최소한의 자격 및 능력 수준을 확립하고 해당
인원들이 대중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되는 기량과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 시에
자신들이 규제하는 직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개업자들을 파악하고 설정되고 용납되는 직업
기준에 따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원들을 등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인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평가
필기 시험은 주관하는 시험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응시자들에게 유능한 실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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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활용합니다. 절대 평가는 해당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응시자가 안전하고 유능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어떠한 응시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시험 개발
및 심리 측정 절차가 이용됩니다.

▪

시험장에 대한 보고

▪

시험일에 예정된 시험 시작 시간 최소 30 분 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실 수속 및 신분증 확인을 위한
시간이 허용되고 시험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시험장 입실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등록비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손도장을 찍을 경우에도 해당 규제 기관이 구축한
신분증 요건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지참해야 할 신분증
시험장에 입장하려면 유효한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만료되지 않은 주 발행 운전면허증(모든 주)
만료되지 않은 주 ID 카드(모든 주)
현행 미군 발행 ID 카드
유효한 여권(만료되지 않은)—모든 국가
미국 정부 발행 여권 카드
취업 허가증
영주권 카드

모든 사진은 해당 신분증 카드가 발급된 인원으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있는 이름은 사진이 있는 I.D. 카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I.D.는 반드시 현행의 만료되지 않은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시험 시에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출석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신분증으로 인해 입장이 허가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려면 재시험 신청서(본
요강의 뒷면에 사본이 제시되어 있음)와 적용 가능한 수수료를
BBD 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미래, 현재 또는 이전에 주관된 면허 시험의 일부에 대한
판매, 배포, 구입, 수령 또는 무단 소유
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동안 다른 응시자와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답을 베끼거나 다른 응시자가 누군가의
답을 베끼도록 허용하는 행위.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 동안 배포된 시험 자료 이외의 책,
장비, 노트, 필기 또는 인쇄 자료 또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누군가가 소유하게 하거나 시험 중에 다른
식으로 누군가가 소유하도록 승인하는 행위.
응시자 대신 시험을 보거나 대리 시험자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면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이 절에 나와 있는 어떠한 행위도 법률의 모든 다른 조항에서
규정된 권한에 의거한 고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처벌에 더하여, 이 절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인원은 일만
달러($10,000)와 소송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입은 실제적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
주요 생활 활동을 현저하게 제약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응시자들은 해당 시험이 지식, 기량 또는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BC 와 PSI 는 ADA 가이드라인은
전적으로 준수하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약
서비스는 (800)735-2929 번으로 전화하여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기기(TDD)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편의가 필요한 경우, 면허 신청서와 함께
합리적 편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진단을 한
전문가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당 장애와 어떤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지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장애를 확인하고 요청서 양식에 있는 기준을 이용하여 편의에
대한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의료제공자로부터의 서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사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에 대한 승인은 PSI 에
시험을 예약하기 전에 PSI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 보안 절차

시험 응시에 대한 중요 정보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의 1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원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면허 시험이나 시험의 관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
시험 자료의 보안을 위반하는 행위
▪
승인 없이 시험 자료를 시험실에서 가져가는 행위
▪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실제 면허 시험의 일부에 대한
무단 복제
▪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면허 시험의 일부에 대한 무단
복제 보조
▪
면허 시험의 일부를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
또는 대가 지급 시험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시험 전, 중 또는 후에 구체적인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문항이나 다른 시험 자료를 입수하는 행위

1.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수속 시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시험장 입실 수속 후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시험장에 재입실하거나 퇴실 후 시험장에 재입실할 때
손도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시험장의 온도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응시자는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러 겹 껴입기가
허용되는 옷은 주머니나 모자가 없는 가벼운 풀오버, 스웨터
및 셔츠 등입니다. 이러한 옷은 시험장 입실 수속 시, 시험장
입실 대기 중,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최초 착석 중에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껴입은
옷을 벗을 경우 로비에 보관해야 하며 이때 시험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겉옷(코트, 두꺼운 자켓, 조끼, 숄, 스카프
등)은 시험장에서 착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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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가 시험 진행 동안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장 및 컴퓨터 콘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장치가 있습니다. 응시자가 시계 또는 기타 시간 기록
장치를 시험장에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한 번에 한 명의 응시자만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허용됩니다.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퇴실할 때와 재입실할 때 서명하도록
요구됩니다. 응시자가 5 분 이상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시험
감독관은 해당 응시자를 확인하여 해당 발생 건에 대해 해당
규제 기관에 통지합니다. 해당 규제 기관은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5. 다음은 시험장에 반입이 허용되지
목록입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지갑
휴대폰
음료(물 포함)
행운의 부적
계산기
교과서
녹음 장치
전자기기
개인 펜 또는 연필
카메라
무기
모자/야구 모자/얼굴 가리개*
부피가 크거나 대형이거나
화려한 보석류***
*종교적인

목적으로

머리에

않는

개인용품

서류 가방/배낭/여행 가방
무선 호출기
음식물/사탕/스낵류/껌
가방
읽기 자료
공책
스마트 기기
헤드폰 또는
이어폰/이어버드
치료용품
일반의약품
패션 스카프
선글라스**
처방약****

착용하는

모자류는

조사

대상입니다.
**처방받은 안경 및 처방받지 않은 안경은 사진을 찍을 때
벗어야 합니다. 안경은 조사 대상입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는 보석류는 조사 대상입니다.
****시험 진행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물은 응시자 이름 및
약물 이름이 기록된 적합한 처방전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넣어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물은 입실 수속
시 시험 감독관의 조사 대상입니다.
시험 감독관은 시험의 보안 또는 무결성을 손상하는 의류
및/또는 용품의 반입 허용을 거부할 상당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7.

시험 전, 시험 응시 동안 또는 시험 후와 상관없이
복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험 내용의 전달
어떠한 수단을 통한 시험 내용 부분의 복사는 PSI의
정책 및 현존 법률을 위반합니다. 시험 자격 박탈이나
결과 무효화, 면허증 거부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시험 응시 동안 시험 감독관이 로비로 나오도록 응시자에게
요청한 경우 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시험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남은 시험 시간은 모두 유지됩니다.

불법
또는
보안
시험
처벌

응시자 및 사전에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개인만 시험장에
입실하도록 허용됩니다.
상기에 언급된 보안 절차 중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 날짜 전에 해당 규제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반드시 PSI에 예외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 사태로 인한 시험장 폐쇄
악천후 또는 기타 비상 사태로 예정된 시험 날짜에 시험장이
폐쇄될 경우 시험 일정이 변경됩니다. PSI 담당자가 이러한 상황
시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800) 310-6427 번으로
전화하여 시험 일정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능한 빨리 편리한 시간에 시험 일정을 다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여러분의 일정을 변경해 드릴
것입니다.

시험 결과 이해하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현장에서 사진이 있는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불합격 통지서는 해당 응시자의 득점, 주제 내용 영역의 구분 및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정답의 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시험 결과는 대외비이며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
면허당국에만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시험
결과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득점 정보는 전화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실 수속 과정 동안 모든 응시자에게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며, 모든 응시자는 주머니를 비우도록
요청받습니다. 입실 수속 동안 금지된 물품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는 반드시 차량 또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해당 물품을 두어야 합니다. PSI 나 소비자 고발
신고센터(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는 해당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응시자는 시험 결과가 무효화되며, PSI 는 해당
발생 건에 대해 해당 규제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6.

신발은 항상 신고 있어야 하며 발을 의자 위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은 시험 동안 바닥에 대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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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시험장 절차
1.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약한 장소와 시간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2.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는 여러분이 필기 시험을 위해 도착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벌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본 문서는 여러분이 등록 및 시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3.

여러분은 등록 데스크에 착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4.

여러분은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수용 가능한 신분증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여러분은 서명 등록부에 서명한 후 날짜를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6.

그 다음에는 시험 센터 직원이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7.

시험을 치르기 전에 컴퓨터 화면 상에 보안 동의서가 표시됩니다.
시험을 진행하려면 보안 동의서를 읽고 “I
Agree(동의합니다)”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해당 시험이 보안 목적으로 녹화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시험 센터
직원이 여러분이 비인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비인가 물품은 카메라, 노트, 테이프 레코더, 삐삐, 휴대폰,
프로그램 가능 계산기, 귀중품, PDA 또는 무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PSI는 접수처 구역에 남겨진 물품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비인가 물품들은 자동차 안이나 시험장 외부의 어딘가에 두어야 합니다.

8.

여러분은 컴퓨터 시험대로 안내됩니다. 시험 동안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떠나야 합니다.

9.

여러분은 ID를 입력하고, 보안 동의서를 읽고 이에 동의하도록 요청받게 되며, 그런 다음 튜토리얼이 시작됩니다. 튜토리얼은
여러분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며 영어로 제공됩니다. 튜토리얼은 15분으로 제한됩니다. 시험
시간은 1번 문항으로 시작합니다.

10. 시험의 마지막에는 영어로 제시된 짧은 선다형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이 권장됩니다. 여러분은
설문조사의 마지막에 영어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11. 시험 센터 직원이 때때로 시험장에 드나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와서 직원을 찾아 주십시오.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센터 직원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줄 것입니다. 직원은 시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12. 시험의 종료 시에 여러분의 결과가 인쇄되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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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통한 필기 시험 응시
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해 치룹니다. 마우스와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분증 확인
준전용 시험용 컴퓨터로 바로 가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용 컴퓨터의 좌석에 앉으면 여러분의 이름, 신분증 번호 및
등록한 시험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습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용 튜토리얼이 컴퓨터 화면에
제공됩니다. 이 자습서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 분이며,
시험 시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튜토리얼 다음에 예제
문제가 포함되어 질문에 답하고 질문을 검토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항 화면
예제 문제 상단에 있는 “기능 표시줄”을 통해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사용 가능한 기능들에 마우스 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타스카데로
7305 MORRO RD, SUITE 201A
ATASCADERO, CA 93422
(805) 538-5053
US-101 N 에서 오는 경우, MORRO RD 방향 CA-41 출구 – 219 번 출구
이용. EL CAMINO REAL 로 좌회전. CA-41/MORRO RD 로 좌회전.
US-101 S 에서 오는 경우, MORRO RD/CA-41 출구 - 219 번 출구 이용,
CA-41/MORRO RD 로 우회전.
베이커스필드
5405 STOCKDALE HIGHWAY
SUITE 103
BAKERSFIELD, CA 93309
(661) 735-5351
INTERSTATE 5-SOUTH 를 이용하는 경우, STOCKDALE HIGHWAY 출구,
253 번 출구 이용. STOCKDALE HIGHWAY 로 우회전. 5405 STOCKDALE
HIGHWAY 에서 멈춤.
INTERSTATE
5-NORTH
에서 BAKERSFIELD 로 오는 경우,
BAKERSFIELD/FRESNO 방향 221 번 출구를 경우해 계속 왼쪽 차선으로
CALIFORNIA 99 NORTH 이용. TEHACHAPI/MOJAVE 방향 CALIFORNIA 58
EAST 출구 이용.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TOCKDALE
HIGHWAY/BRUNDAGE LANE 방향 왼쪽 출구 이용. WIBLE ROAD 로
좌회전, STOCKDALE HIGHWAY 로 약간 좌회전. 5405 STOCKDALE
HIGHWAY 에서 멈춤.
카슨
17420 AVALON BLVD, SUITE 205
CARSON, CA 90746
(310) 400-7393
CA-91 E/GARDENA FWY 에서 오는 경우 AVALON 출구 이용. 램프를 빠져
나오면 ALBERTONI ST 로 이어짐. AVALON BLVD 로 우회전하면 오른편에
위치해 있음 (CARL'S JR 와 같은 주차장).
CA-91 W 에서 오는 경우 AVALON 출구 이용. AVALON BLVD 로 좌회전.
AVALON BLVD 와 ALBERTONI ST 에서 유턴. 시험장은 오른편에 위치해
있음. (CARL'S JR 와 같은 주차장).

한 번에 하나의 문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남은 시간(분)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고 답을 기록하는 동안
업데이트됩니다.

시험장 위치
캘리포니아 시험은 아래에 기재된 캘리포니아 소재 시험
센터에서 주관합니다.
아구라힐스
30851 AGOURA RD SUITE 302
AGOURA HILLS, CA 91301
818-851-9266
동부에서 오는 경우: REYES ADOBE 로드 방향으로 US-101 N/ VENTURA
FWY WEST 이용(38 번 출구). REYES ADOBE RD 로 좌회전. AGOURA
RD 로 우회전. 30851 AGOURA RD 는 오른편에 있음.
서부에서 오는 경우: LINDERO CYN RD 방향 US-101 S 이용(39 번 출구).
LINDERO CANYON RD 로 우회전. AGOURA RD 로 좌회전. 30851 AGOURA
RD 는 왼편에 있음.

다이아몬드 바
21660 EAST COPLEY DR SUITE 260
DIAMOND BAR, CA 91765
(909) 860-8158
I-10 E 에서 오는 경우, GRAND AVE 출구, 38A 출구 이용. TURN
S GRAND AVE 로 우회전. GOLDEN SPRINGS DR 로 우회전.
COPLEY DR 로 좌회전.
60 WEST 에서 오는 경우, GRAND AVE 출구, 24B 출구 이용.
GRAND AVE 로 좌회전. GOLDEN SPRINGS
DR 로 우회전. COPLEY DR 로 좌회전. 21660 COPLEY DR, STE 260 은
왼편에 있음.
엘몬테 – 산타페 스프링스
10330 PIONEER BOULEVARD, SUITE 285
SANTA FE SPRINGS, CA 90670
(562) 325-8113
I-5 NORTH 에서 오는 경우 NORWALK BLVD 출구 #121 번 이용, NORWALK
BLVD 로 우회전. IMPERIAL HWY/CA-90 로 좌회전. PIONEER BLVD 로
우회전, 시험 센터는 오른편에 있음.
프레스노
351 E. BARSTOW, SUITE 101
FRESNO, CA 93710
(559) 538-3975
CA-41 S 에서 오는 경우, BULLARD AVE 출구 이용. E BULLARD AVE 로
좌회전. N FRESNO ST 로 우회전. FRESNO 와 BARSTOW AVE 의 교차로
통과. 오른편 첫 번째 차도 이용.
CA-41 N 에서 오는 경우, CLOVIS 방향 SHAW AVE 출구 이용. E SHAW
AVE 로 우회전. N FRESNO ST 로 좌회전. BARSTOW AVE 앞에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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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좌회전. 시험 센터는 BARSTOW 와 FRESNO ST 의 북서쪽 구석에
있는 사무실 단지 내에 있음.
어바인
8 CORPORATE PARK, SUITE 200
IRVINE, CA 92606
(949) 418-9653
I-405 S 에서 오는 경우 – 오른쪽에서 2 번째 차선을 이용해 JAMBOREE
RD 방향 7 번 출구로 나간 다음 왼쪽의 2 차선을 이용해 JAMBOREE
RD 로 좌회전. 약 1.5 마일을 가서 BECKMAN AVE 로 우회전.
CORPORATE PARK 방향 첫 번째 오른쪽 차선 이용. 8 CORPORATE
PARK 는 오른쪽 두 번째 건물임.
I-5 S 에서 오는 경우 – JAMBOREE RD 방향 100 번 출구 이용.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차선을 이용해 JAMBOREE RD 로 우회전. 램프를
통해 JAMBOREE RD 로 간 다음 FORK 에서 계속 왼쪽 차선을 타고
JAMBOREE RD 로 계속 진행. 약 2.2 마일을 간 다음 BECKMAN AVE 로
좌회전. CORPORATE PARK 방향 첫 번째 오른쪽 차선 이용. 8
CORPORATE PARK 는 오른쪽 두 번째 건물임.

일반 주차한 후 정문 출입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2 층으로
이동. 시험 센터는 200 호실에 있음.
론데일
THE BAYTOWER CORPORATE CENTER SUITE 330
15901 HAWTHORNE BLVD
LAWNDALE, CA 90260
310-504-0004
I-5S 에서 오는 경우, I-110S 가 되는 CA-110S 로 합류. I-105W 로 합류.
I-405S/I-405N 출구를 이용해 I-405S 로 합류. INGLEWOOD AVE 로
우회전. MANHATTAN BEACH BLVD 로 좌회전. HAWTHORNE BLVD 로
우회전.
레딩
2861 CHURN CREEK, UNIT C
REDDING, CA 96002
(530) 319-3615
1-5 S 에서 오는 경우, CYPRESS AVENUE 출구 (677) 이용. E. CYPRESS
AVE 로 우회전. CHURN CREEK RD 에서 우회전.
I-5 N 에서 SACRAMENTO 쪽으로 오는 경우, CYPRESS AVE 출구 (677)
이용. E. CYPRESS AVE 로 좌회전. CHURN CREEK RD 로 우회전.
299 E 에서 REDDING 쪽으로 오는 경우, CA-299 에서 서쪽으로 가기
시작. SACRAMENTO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1-5 S 램프로 합류. CYPRESS
AVE 출구 (677) 이용. E. CYPRESS AVE 로 좌회전. CHURN CREEK RD 로
우회전.
299 W 에서 REDDING 으로 오는 경우. CA-299 에서
WEAVERVILLE/REDDING 방향으로 동쪽으로 가기 시작. 299 EAST 에서
CA-273/CA-299 E/MARKET STREET 으로 우회전. CA-299-E 로 좌회전.
RED BLUFF/SACRAMENTO 방향으로 2A 출구를 경유해 1-5 S 로
합류. CYPRESS AVE 출구 (677) 이용. E. CYPRESS AVE 로 좌회전.
CHURN CREEK RD 로 우회전.
리버사이드
7888 MISSION GROVE PARKWAY S., SUITE 130
RIVERSIDE, CA 92508
951-565-8037
CA-91W에서 RIVERSIDE/BEACH 시티 쪽으로 오는 경우, MAGNOLIA
CENTER 방향 CENTRAL AVENUE 출구 이용. CENTRAL AVE로 좌회전.
CENTRAL AVE가 ALESSANDRO BLVD가 됨.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
TRAUTWEIN RD로 직진(COMMUNICATIONS CENTER DR를 통과하게 됨).
MISSION GROVE PKY W로 좌회전.
60 FWY, 91 FWY 및 215 FWY 가 분기되는 HIGH DESERT/SAN
BERNARDINO AREA 215 S 에서 오는 경우, 215S (60 EAST INDIO 방향
표지) 이용. ALESSANDRO BLVD 방향 27C 출구 이용, E ALESSANDRO
BLVD 로 우회전, MISSION GROVE PKWY S 로 좌회전.

새크라멘토
8950 CAL CENTER DR, SUITE 158
SACRAMENTO, CA 95826
916-476-5926
US-50 E에서 오는 경우: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해 WATT AVE 방향 11번
출구로 진출. 오른쪽 2 차선을 이용해 WATT AVE로 우회전. 왼쪽
차선을 이용해 FOLSOM BLVD로 첫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 왼쪽 두
차선을 이용해 MANLOVE RD로 우회전. CAL CENTER DR로 좌회전.
BUILDING 8950은 왼쪽에 있음.
US-50 W 에서 오는 경우: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해 WATT AVE 방향
11 번 출구로 진출. 왼쪽 2 개 차선을 이용해 WATT AVE 로 좌회전.
왼쪽 차선을 이용해 FOLSOM BLVD 로 첫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 왼쪽
두 차선을 이용해 MANLOVE RD 로 우회전. CAL CENTER DR 로 좌회전.
BUILDING 8950 은 왼쪽에 있음.
샌디에고
5440 MOREHOUSE DRIVE, SUITE 2300
SAN DIEGO, CA 92121
(858) 550-5940
1-805 S 에서 오는 경우, SORRENTO VALLEY RD/MIRA MESA BLVD 출구
이용. MIRA MESA BLVD 로 좌회전, SCRANTON ROAD 로 좌회전.
MOREHOUSE DRIVE 로 우회전.
I-805 N 에서 LOS ANGELES 방향으로 오는 경우, MIRA MESA BLVD/VISTA
SORRENTO PKWY 출구 이용. MIRA MESA BLVD 로 우회전. SCRANTON
RD 로 좌회전. MOREHOUSE DR 로 우회전.

시험 센터 건물을 통과해 MOREHOUSE 로 진행한 후 언덕 위로 가는 다음
번 차도에서 좌회전하면 추가적인 주차장을 찾을 수 있음 (AT&T 건물
꼭대기)
샌프란시스코
150 EXECUTIVE PARK BLVD., STE 2400
SAN FRANCISCO, CA 94134
(415) 494-5773
I-80 W 가 US-101 S 가 됨. MONSTER PARK/TUNNEL AVE 방향 429 A 출구
이용. 3COM PARK 방향 램프 이용. ALANNA RD 로 우회전. EXECUTIVE
PARK BLVD 로 좌회전.
샌타클래라
2936 SCOTT BLVD
SANTA CLARA, CA 95054
(408) 844-0008
US-101 N 에서 오는 경우, SAN TOMAS EXPWY/MONTAGUE EXPWY 출구392 번 출구 이용. SAN TOMAS EXPWY 램프 이용. SAN TOMAS
EXPWY/CR-G4 로 합류. SCOTT BLVD 로 좌회전.
I-880 S 에서 SAN JOSE 방향으로 오는 경우, MONTAGUE EXPWY 출구 (7)
이용. MONTAGUE EXPWY WEST 램프 이용. MONTAGUE EXPWY/CR-G4
E 로 합류. E TRIMBLE RD 로 좌회전. E TRIMBLE RD 가 DE LA CRUZ
BLVD 가 됨. CENTRAL EXPWY/CR-G6 W 로 약간 우회전. SCOTT BLVD 로
약간 우회전.
산타 로사
160 WIKIUP DRIVE, SUITE 105
SANTA ROSA, CA 95403
(707) 791-3113
US-101 N에서 오는 경우, MARK WEST SPRINGS/RIVER ROAD 출구 이용.
MARK WEST SPRINGS에서 우회전. OLD REDWOOD HIGHWAY에서
좌회전. WIKIUP DRIVE에서 우회전. 오른쪽 첫 번째 차도.
US-101 S 에서 오는 경우, MARK WEST SPRINGS/RIVER ROAD 출구 이용.
MARK WEST SPRINGS 에서 좌회전. OLD REDWOOD HIGHWAY 에서
좌회전. WIKIUP DRIVE 에서 우회전. 오른쪽 첫 번째 차도.
유니언 시티
32960 ALVARADO-NILES RD, SUITE 650
UNION CITY, CA 94587
(510) 40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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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80 N 에서 오는 경우 –23 번 출구에서, 오른쪽 램프를 이용한 후
ALVARADO NILES RD 표지를 따라 주행. ALVARADO NILES RD 로 우회전.
약 1 마일 후에 DOWE AVE 에서 유턴. OFFICE PARK 로 가는 오른쪽 첫
번째 차선을 이용한 다음 일단 건물에 들어서면 첫 번째 왼쪽 차선 이용.
SUITE 650 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건물 내에 있음.
I880 S 에서 오는 경우 – 23 번 출구에서, 오른쪽 램프를 이용한 다음
ALVARADO NILES RD 방향 표지를 따라 주행. ALVARADO NILES RD 에서
좌회전. 약 1 마일 후에 DOWE AVE 에서 유턴. OFFICE PARK 로 가는

오른쪽 첫 번째 차선을 이용한 다음 일단 건물에 들어서면 첫 번째 왼쪽
차선 이용. SUITE 650 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건물 내에 있음.
벤투라
4245 MARKET ST, SUITE 208
VENTURA, CA 93003
(805) 650-5223
US-101N 에서 오는 경우, TELEPHONE ROAD 65 번 출구 이용.
TELEPHONE ROAD 로 좌회전. MARKET STREET 로 우회전.
비살리아
3400 W MINERAL KING AVE, SUITE D
VISALIA, CA 93291
(559) 740-7781
CA-99N 에서 오는 경우, VISALIA/SEQUOIA NAT’L PARK 방향으로 출구
96 번을 경유해 CA-198E 로 합류. DEMAREE STREET 방향 출구 이용. W
NOBLE AVENUE 로 합류. S COUNTY CENTER DRIVE 로 좌회전. W
MINERAL KING AVENUE 로 첫 번째 왼쪽 차선 이용.
월넛크릭
175 LENNON LANE, SUITE 203
WALNUT CREEK, CA 94598
(925) 448-2179
I-5N 에서 오는 경우, TRACY/SAN FRANCISCO 방향으로 계속 왼쪽
차선으로 I-580W 이용. SACRAMENTO/WALNUT CREEK/CONCORD 방향
44B 출구를 경유하여 I-680N 으로 합류. YGNACIO VALLEY ROAD 출구를
이용 후 우회전 LENNON LANE 으로 좌회전.

8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5834

캘리포니아주
자격 통지서

이용 및 미용 위원회에서는 귀하를 필기 시험 대상자로 파악하였습니다. 귀하는 (877) 392-6422 번으로
전화하여 필기 시험을 예약해야 합니다. 귀하는 필기 시험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할 때 선호하는 언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