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 주 , 카운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증빙합니다: 본인 옆에 있는 와/과 언급한 
인물은 (그/그녀)가 본 문서의 용도와 목적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로써 본 문서에 서명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날짜 
 서명

(봉인 또는 도장) 
정자체 이름 또는 이름 도장

제목  본인의 예약은 만료됩니다 

미용술, 헤어 디자인,
이발사, 손톱 관리사, 피부 미용사

피부 미용 전문가, 또는 강사
비활성 면허 요청

현재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하거나 비활성 상태를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비활성화 상태와는 다릅니다.

온라인: https://professions.dol.wa.gov

또는 우편:

Cosmetology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26
Olympia, WA 98507-9026

궁금한 점이나 언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360) 664-6626로 전화하십시오

개정 Washington 주법(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18.16.290에 따라 면허 보유자는 미용, 헤어 디자인, 
이발, 손톱 관리, 피부 미용, 전문 피부 미용, 강사 자격증을 비활성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자는 면허의 
만료일이 비활성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 2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 추가 연장은 24
개월 단위로 1회까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 시마다 새롭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가 비활성 상태에 있는 동안, 해당 부서는 면허에 적용되는 건강 요건이나 그 밖의 자격 요건이 변경된 경우, 면허 
소유자에게 이러한 변경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Washington 주에 있는 허가된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며, 면허가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를 기준으로 연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유자가 비활성 면허 만료일까지 연장을 요구하지 않거나 면허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복구하려면 면허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현행 면허 
요건을 갖추고, 관련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을 타이핑하거나 정자체로 써주십시오: 이름 면허 번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이메일

군인이신가요? (해당란에 표시)
현직 또는 전직:  군인  군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
요청 유형

비활성 요청  2년 연장
면허 종류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이발사 손톱관리사 피부미용사 전문 피부관리사 강사

다음을 타이핑하거나 정자체로 써주십시오: 이름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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