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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면허 소지자분께: 

이 공지서는 2017년 9얼 1일부터 2019년 8월 31까지의 갱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면허는 2017년 8월 31일 이후로 소멸됩니다.  이에 대한 유예 기간이 없으며 서류 신청서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웹 사이트 boardofbarbershairdressers.alaska.gov  에서 제공됩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래스카 손톱 면허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동봉 된 첨부서 정보를 통해 검토하여 주십시요.   

신속한 답변을 위해 이 변경 사항에 관한 모든 질문은 이 메일 boardofbarbershairdressers@alaska.gov 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요.   현재 급격한 업무량으로 인해 전화 문의가 상당히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Licensing Staff   면허증 담당자 
Board of Barbers and Hairdressers   이발사 및 미용사 위원회 

첨부서:  손톱 관리 면허에 관한 입법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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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귀하의 갱신에 관한 공지서 입니다: 

알래스카 매니큐어링 면허증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 

자세한 정보는 ProfessionalLicense.Alaska.Gov/BoardOfBarbersHairdressers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6월 17일, 특정한 면허 조건 사항이 2016년 기존의 법으로 반환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매니큐어링(손톱관리) 면허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 법안 51에 대한 설명과 다른 면허 및 허가 변경에 관해 요약은 저희 웹 사이트에서 자세히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톱 기술 자 면허 취득자는 고등 손톱 미용사로 인증을 받은 매니큐어리스트(손톱 관리사)로 전환되며, 2017년 8월 31일까지 면허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전에 매니큐어리스트(손톱 관리사) 면허를 소지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까지 손톱 기술자(a Nail Technician license) 면허 요구 사항을 마치지 않으신 분은

면허 갱신 신청과 소멸이후 기간 동안의 미 체납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회로부터 승인된 12 시간짜리 매니큐어 수업을 마치신 분은 매니큐어리스트 면허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 250시간 고등 매니큐어 수업을 마쳤거나 국가 손톱기술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고급 매니큐어리스트(Advanced Manicurist) 면허 신청을 하 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저의 웹 사이트 ProfessionalLicense.Alaska.Gov/BoardOfBarbersHairdressers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위해 이 변경 

사항에 관한 모든 질문은 이 메일 boardofbarbershairdressers@alaska.gov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현재 급격한 업무량으로 인해 전화 문의가 상당히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요구 사항 2017년 6월 17일부터의 변경 사항 

손톱 관리사 

(Manicurist) 

• “손톱 기술자(Nail Technician)” 라고 불림

• 250 시간의 근무 경험

• 국가 손톱 기술자 시험 합격

• 신규 지원자는 250 시간의 교육 또는 견습을 증명해야

함

• 신청자는 이 사회가 승인 한 12 시간의 손톱 건강, 안전 및 위생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함

• 신청자는 손톱 손질/손톱 기술자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 신청자는 손톱 관리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50 시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다른 주에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신 다른 주에서의 훈련 및 시험

요구 조건이 비슷한 경우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음.

고급 손톱 관리사 

(Advanced Manicurist) 

2016년 1월 1일에서 2017년 6월 17일 사이의 면허 유형에 

해당 안됨 

• 위원회가 승인한 250시간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필기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제공.

• 교육 훈련 및 시험 요구 조건이 비슷한 다른 주의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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