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이미용협회
필기 시험 정보
가능한 시험 날짜와 위치가 제공됩니다. 원하는 시험 날짜

시험 주관 기관 PSI SERVICES LLC

와 위치를 선택합니다.

앨라배마 이미용협회(Alabama Board of Cosmetology and Barb
ering)는 앨라배마 주의 미용 관련 직종의 인허가 및 규제를 관
할합니다. 앨라배마 이미용협회는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PSI Se
rvices, LLC(PSI)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화 등록

응시자는 실기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필기 시험에 합격

금요일은 오전 6:30 ~ 오후 9:00, 토요일/일요일은 오전 8:00 ~

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별로 한 번의 시험 기회가 있습니다.

오후 4:30 에 연락 가능합니다.

PSI

등록

담당

부서(연락처:

(800)

733-

9267)는 시험 일정 예약을 위해 중부 표준시 기준으로 월요일 ~

불합격할 경우 이미용협회에 다시 응시해야만 합니다.

시험 일정 취소

일정 절차

예정된 시험 날짜 2 일 전에 취소 통지가 수신된 경우 시험 응시
료는 몰수되지 않고 시험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예약할

일단 앨라배마 이미용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귀하는 시험 응시

수

를 위한 일정 예약을 위해 PSI 에 연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PSI

9267)에 전화하거나 PSI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PSI(연락처:

(800)

733-

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귀하에게 가장 편리한 시험장 및 시간을
참고: 음성 메일 메시지는 허용 가능한 취소 형식이 아닙니다.

예약할 것입니다.

PSI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PSI 에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 담당
시험 정보에 대한 모든 질문과 요청은 다음 연락처로 바로 문의

자에게 말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PSI Services LLC
3210 E Tropicana
Las Vegas, NV 89121
(833) 333-4751• 팩스 (702) 932-2666
www.psiexams.com

응시하지 않은 시험 또는 늦은 취소
다음의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되고, 예정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료도 몰수됩니다.
▪ 예정된 시험 날짜 2 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예정일에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인터넷 등록

▪ 시험 시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착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시험 일정 예약 절차를 위해 PSI 는 응시

▪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시험을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응시
자는 PSI 의 등록 웹사이트인 www.psiexams.com에 액세스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인터넷 등록은 하루 24 시간 내내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려면 아래 단계를 수행

하십시오.
1.

2.

비상 사태로 인한 시험장 폐쇄
악천후 또는 기타 비상 사태로 예정된 시험 날짜에 시험장이 폐
쇄될 경우 시험 일정이 변경됩니다. PSI 담당자가 이러한 상황
시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800)

733-

PSI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앨라배마 시험과 관련된 링크

9267 로 전화하여 시험 일정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

를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 관련 등록 양식을 작성한 후

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능한 빨리 편리한 시간에 시험 일정을 다

인터넷을 통해 PSI 에 귀하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등록 양식을 작성하면 시험 일정 예약을 위한 응시

시험 센터에 대한 보고
시험일에 시험 시작 최소 30 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분의 시간은 신분증 확인과 시험 과정에 익숙해지는 데 필요
합니다. 늦게 도착할 경우 시험 센터 입실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 비용도 몰수됩니다.

컴퓨터 시험 센터 위치
면허 시험은 다음 PSI 시험 센터에서 집행됩니다.
Birmingham (Vestavia Hills)
100 Centerview Drive, Suite 100
Vestavia Hills, AL 35216
After you exit I65 at Hwy 31, turn North on Highway 31 toward Vestavia Hills. Turn
right at first traffic light onto Vestavia Parkway. Turn right at the fi
rst street onto Centerview Drive. Turn left into the first parking lot.

Huntsville
4900 University Square, Suite 4
Huntsville, AL 35816
From Memorial Parkway (US-431/231), take the University Dr (US72 W) exit. Turn right on The Boardwalk. You will come to a dead en
d, facing 4900 University Square.

Mobile
Dorsey Center
6051-B Airport Blvd.
Mobile, AL 36608
From East or West, take I-10 to I-65. From I65 take Airport Blvd West exit. The site is approximately 3 miles ahe
ad on Airport Blvd. Dorsey Center is a small red brick office complex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You have to make a Uturn at the next traffic light to get to the complex. Office is in the c
orner of the "L".

Montgomery
500 Interstate Park Drive, Suite 530
Montgomery, Alabama, 36104
From I85, take the Perry Hill Road exit (#4). Proceed north on Perry Hill Road
for little less than ¼ mile. Interstate Park Drive is located on the right
(east) side of Perry Hill Road. Turn right on Interstate Park Road and p
roceed east for approximately ¼ mile. The office is located on the mai
n road.

또한, PSI 는 미국의 여러 다른 지역에 시험 센터가 있습니다. (8
00)
7339267 로 전화하여 이러한 시험 센터 어디에서나 필기 시험에 응
시할 수 있습니다. 앨라배마 이외에서 시험 일정을 예약하려면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분증
응시자는 두 가지(2) 형태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 표시된
대로 법률상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여 시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의 필요한 신분증은 모두 응시자가 등록한 성 및 이름과 반
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두 가지(2) 형태의
서명이 포함된 유효한(만료되지 않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와야
합니다.
주 신분증 - 한 개 선택







주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 카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군인 신분증 카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외국인 등록 카드

보조 신분증 - 한 개 선택





신용카드(반드시 서명되어 있을 것)
사회 보장 카드
양각 직인이 있는 미국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참고: 학생증 및 직원증은 허용 가능한 형태의 신분증이 아닙
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 표시된
대로 법률상의 전체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신분증
의 이름은 시험 등록 시 사용한 이름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적합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응시자 이
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고

시험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용 자습서가 컴퓨터 화면에 제공됩
니다. 이 자습서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분이며, 시험 시간

보안 절차

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습서 다음에 예제 문제가 포
다음 보안 절차가 시험 동안 적용됩니다.

▪

시험장에 입실한 후에는 응시자 간의 대화 또는 어떠한 형
태의 의사소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 센터에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의 반입 및 아동 동반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센터에는 어떠한 개인용품의
반입도 금지됩니다. PSI 는 어떠한 개인용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용품을 귀하의 차량 트렁크에 보
관하고 잠그도록 제안합니다.

함되어 질문에 답하고 질문을 검토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
다.
예제 문제 상단에 있는 “기능 표시줄”을 통해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사용 가능한 기능에 마우스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질문 한 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남은 시간(분)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고 답을 기록하는 동안 업
데이트됩니다.

▪

시험장에서는 흡연, 식사 또는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 중에는 건물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중요: 응답을 입력한 후 시험 시간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나중

▪

시험 내용의 복사 또는 통신은 PSI 보안 정책 및 주 법률 위

에 어떠한 질문으로도 되돌아가서 응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험 결과의 실격 사유가 될 수 있
고,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험 응시
컴퓨터로 시험 응시
시험은 컴퓨터를 통해 집행됩니다. 마우스와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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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습서

실험용 질문
“시험 내용 개요”에 명시된 시험 항목 수에 추가하여 소수(5 ~ 1
0)의 “실험용” 질문이 시험 응시 동안 응시자에게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점수를 산정하지 않고 응답에 소요된 시
간은 시험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수로 산정되
지 않는 실험용 질문의 집행은 향후 면허 시험을 개발하는 데 필
수적인 단계입니다.

시험 검토
앨라배마 이미용협회는 NIC 시험을 활용합니다. NIC 는 시험이
필수 지식 영역에서 최소한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시
험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검토합니다.

성적표
점수는 시험 완료 후 즉시 제공됩니다. 이것은 시험장에서 인
쇄되는 비공식적인 성적표입니다.

국가 미용 필기 시험 내용 개요 및 참조 자
료
이미용 시험
국가 미용 시험은 미용 분야의 국가 면허 시험으로 NIC(Nationa
lInterstate Council of State Boards of Cosmetology)에서 개발
및 집행합니다. 시험 내용 개요 및 참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보려면 www.nictesting.org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