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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명세서:                                                                     
 

   
      

이름 앞 호칭 (예: Ms., Mr., Mrs., Dr):                         이름 접미사(예: Jr., Sr.):        기타 자격증명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번호: L-______________________      기존의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이름이 있다면 기입하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을 이름 앞에 위치하고 싶다면 네모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법적 이름 (호적/여권에 나온 대로): 한글 영문  
 

주로 사용하는 주소: □자택 □직장 (주로 사용하는 주소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주로 사용하는 전화: □자택 □직장  (주로 사용하는 전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주소:     국가 번호: 82 

    지역 번호:  

    전화번호:   

시:  도:  구내번호:  

우편번호:   국가:   휴대폰 번호:   

국적:    생년월일 

거주지역:    성별:  □ 여성        □ 남성  
 

나는 다음과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 응시 후 5 년 이내 보수교육인정점수  □ 마지막 응시 후 5 년 이내 응시    □ 마지막 응시 후 

10 년 이내 응시 
 
 
 
 
 

영문 이름 

 (이름을 첫째칸에, 

성을 둘째칸에 

기입하십시오): 

                         

                         

                         

이메일 주소(자택)                          

이메일 주소(직장) 

 

                         

2017 년도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  시험 또는  교육점수를 통한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사무소 전용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Copyright © 2016-2017,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All rights reserved   2016-2017                                                                            

각 페이지마다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2016-2017 년  

Page 2 of 10 
 

 
 

2. 전문직 정보 

전문 교육: 하나 이상 선택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 국제인증수유상담가 

□ 치과의사 

□ 영양사 

□ 조산사 

□ 간호사 

□ 직업치료사 

□ 약사 

□ 물리치료사 

□ 의사 

□ 언어치료사 

□ 기타: 한의사 간호조무사  

업무 환경: 해당하는 곳 모두를 선택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 지역사회 클리닉 (주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동네병원) 

□ 교육기관 

□ 국가정책개발 

□ 종합병원 

□ 개업 

□ 의원 

□ 자원봉사기관 

□ 기타: 

 

최고 학력:  하나만 선택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   해당 없음 

□   전문학사학위(Associate) 

□   준학사학위(Diploma) 

□   학사학위  

□   석사학위/전문분야  

□   박사학위 

 

취업 시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이 요구됩니까? 

□    네 

□    아니요 

 

[꼭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가 아니더라도] 모유수유 또는 수유 상담 및 치료에 관한 당신의 경력은 몇 년입니까? 

□  나는 현재 이 분야에 관한 경력이 없습니다. □  5-10 년 □  15-20 년 

□   5 년 미만                                                           □  10-15 년    □  20 년 이상 

   

모유수유 또는 수유 상담 및 치료에 관한 보수는? 

□ 유급   

□무급   

□유급도 있고 무급도 있습니다   

   

현재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당신은 특히 수유상담가로서 특별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   네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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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리적인 편의시설 (건강/보건) (시험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당신은 시험 시행 중 (예를 들어, 신체 장애 때문에)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요청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만약 “네”라고 대답하였다면, 당신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서술하고 당신의 요청을 지지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시험 볼 때 2 개 국어로 된 사전 (예를 들어, 한영사전 또는 영한 사전)을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승인되어 제공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념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네       

3.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다음 목록에서 하나의 언어에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크로아티아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 그리스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태리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인 

□포르투칼어 

□슬로바니아어 

□스페인어 

□대만어 

□중국어 간체 

□기타  

 

4. 응시할 때 사용할 언어: (응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할 경우만 표시) 

 

시험은 다음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         응시할 때 사용할 언어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크로아티아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 그리스어  

□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태리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인 

□포르투칼어 

□슬로바니아어 

□스페인어 

□대만어 

 

5. 시험 장소: (시험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컴퓨터 시험을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상 어느 곳에서는, 필답고사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필답고사 시험장이 필요한 응시자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직원이 당신이 응시하려는 주요도시나 나라를 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이 필답고사 형식이라면,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직원은 아래에 기입한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필답고사 시험장에 당신을 배정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만약 컴퓨터 시험으로 응시하게 된다면, 당신에게 예약 일정에 대해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직원은 통지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응시 장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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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한다면, 어떤 언어입니까? 

임신하여 분만예정일이 시험당일 경이라면, 당신은 웹사이트에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시험 해약/취소 방침 (IBLCE Exam Cancellation/Withdrawal Policy)을 검토하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시험 당일 모유수유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험 시행 중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요 □네  

만약 "네" 라고 답했다면, 휴식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응답하십시오. 

_____  나는 휴식시간에 아기를 데려와서 직접 모유수유를 할 것입니다. 

_____ 나는 휴식시간에 모유 유축을 할 것입니다. 

_____  나는 무엇을 할 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당신이 아기를 데려 올 것으로 가정함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험원에 알려주십시오). 

  

 

 

  

7. 보수교육인정점수 (CERPs) 안내 (보수교육 인정점수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보수교육 인정점수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당신은 틀림없이 75CERPs 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이 교육은 틀림없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시험에 합격한 후 5 년 이내에 수료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수유-보수교육 인정점수 (L-CERPs)를 적어도 50 점 그리고 윤리-보수교육 인정점수 (E-CERPs)를 최소한 5 점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나머지 20 

CERPs 는 수유, 윤리, 또는 수유관련 (R)- 보수교육 인정점수이면 됩니다. 

 

CERPs 를 이미 승인 받은 그리고 과거 5 년간 당신이 이수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아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취득한 L-CERPs 의 총점:__________________________                                                                 취득한 E-CERPs 의 총점:__________________________ 

취득한 R-CERPs 의 총점: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폐소생술과 같은 인명구조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6 R-CERPs 까지만 기록해 주십시오.) 

 

8. 개인 CERPs 정보 (CERPs 에 의한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당신은 CERPs 승인을 받지 못한 교육활동 목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래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했으나 아직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개인 L-CERPs 의 총합:_____________ 

 

신청했으나 아직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개인 E-CERPs 의 총합:_____________ 

 

신청했으나 아직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개인 R-CERPs 의 총합:____________ 

 (심폐소생술 같은 생명유지 교육과정에 대해 최대 6 R-CERPs 까지 보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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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수교육 인정점수의 보고 (CERPs 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7 번 문항에서 보고한 CERPs 점수와 8 번 문항에서 신청한 보수교육 인정점수를 합하고 이렇게 합한 점수를 아래에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청서에 보고 및 신청을 한 CERPs 의 총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만일 최소 

요건 관해서 의문이 있다면, 당신 지역에 해당하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지사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신청서에 보고 및 신청을 한 수유-보수교육 인정점수(L-CERPs)의 합한 점수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림없이 최소한 50 점 이상) 

 

이 신청서에 보고 및 신청을 한 윤리-보수교육 인정점수(E-CERPs)의 합한 점수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림없이 최소한 5 점 이상) 

 

이 신청서에 보고 및 신청을 한 관련-보수교육 인정점수(R-CERPs)의 합한 점수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은 20 점이 넘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이 신청서에 보고 및 신청을 한 보수교육 인정점수(CERPs)의 총 점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림없이 최소한 75 점 이상) 

 

10. 필수 문항 

 당신에게 해당하는 보기에 표시를 하여 다음의 3 개 문항 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 문항들 중 하나 이상에서 ‘네’로 답했다면, 별도의 종이에 그 정황을 전부 철저히 해명하고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후, 그 사안의 결과와 관련된 제삼자로부터의 공문서(예: 법원 기록)와 함께 휴일을 제외한 10 

일 내에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 세 전까지의 비행과 경범죄는 모두 생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중범죄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명서와 공문서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 ‘Personal and 

Confidential’ 표시를 하고 당신의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자격 관리 계정의 나의 홈 페이지(the My Home Page) 화면 상에 있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지역 사무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요구되는 해명서 및 공문서를 휴일을 제외한 10 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직원은 전형료가 모두 지불되고 “네”라고 답한 것에 대한 해명서와 공문서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필수 문항 서식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해명서 및 공문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청 처리 과정이 지연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관할권에서든 사소한 교통 위반 이외에 유죄 선고를 받거나, 또는 복죄하거나 범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군복무 중 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경범죄 및 중죄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 아니요     □ 네  

 

당신은 (최소 자격 결여 또는 시험 실패를 제외한 원인으로) 전문직 회원, 면허증, 등록증 또는 자격증이 거부, 정지 또는 해지 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요     □ 네  

 

당신은 어느 전문 단체나 조직에서든 견책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요     □ 네   

 

“네”라고 대답한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동봉하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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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응시 서류 감사 방침 

 

다음의 감사 방침 고지를 주의 깊게 읽고 확인란에 체크함으로써 당신의 승인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최초의 응시 및 자격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서류 감사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승인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표준화되고 무작위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시행될 것입니다. 만약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응시자 또는 자격 인증자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시험 응시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무작위적 및 표준화된 감사 절차에 더하여,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어떤 응시자나 자격 인증자에게도 교육, 고용, 학습 과정에 대한 

증명 또는 최초 적격 요건이나 자격증 재발급 요건에 대한 증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명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시험 응시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응시 또는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제출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라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판정하는 경우에, 시험 응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징계조치를 내릴 명백한 권리가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있습니다. 

 

� 나는 감사 방침 고지를 읽었으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감사 요건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 동의 사항 (증언 및 인정): 

다음의 진술을 숙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의 하단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서명하지 않거나 날짜를 기입하지 않으면 당신의 시험 원서의 처리가 지연될 것입니다. 

 

심사를 위해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시험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신은: 

 

a. 당신이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이하 시험원)의 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위한  전문직 행위 규정(IBLC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및 시험원 징계 절차 (IBLCE Disciplinary Procedures)를 

숙지하였음을 분명히 인정 및 동의 합니다. 당신은, 재발급 신청서 (또는 시험 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신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위한  시험원 전문직 행위 규정, 시험원 징계 절차, 및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적용되는 모든 비용의 적시 납입, 그리고 모든 발급 요건 및 재발급 요건의 만족을 포함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시험원 정책 및 절차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b. 이것이 단지 재발급 신청서 (또는 시험 원서)일 뿐 자격증 발급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일 시험으로 재발급 받는 다면 객관식 시험에 응시할 것을 동의하며 그리고 만일 시험 

또는 보수교육 인정점수로 재발급 받는다면 시험원에서 결정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c. 시험원에 제출한 서류, 통신, 및 기타 정보는 모두 시험원의 자산이 되며 반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d. 원서 접수 및 시험 절차 중에, 또는 그 외에 시험원 사안과 관련되어 당신이 틀리게 또는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재발급 신청서의 폐지, 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위한  전문직 행위 규약에 의한 

징계 조치, 및/또는 자격증 발급의 재신청 기회의 유예 또는 취소가 야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e. 시험원에서, 그 재량에 따라, 당신 또는 타인에게서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당신의 적격성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f. 당신이 이 재발급 신청서 및 어느 보충 서류에서든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사실이며 올바름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시험 변경상황, 부정행위, 및 점수 취소에 관하여 시험원에서 때때로 공포하거나 

그리고/또는 수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g. 당신이 시험원 시험 문제 또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언제라도 (시험 시행 전 및 도중, 종료 후) 어떤 유형으로든 어느 사람이나 독립체에게든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금지 규정의 위반 혐의에 관한 어느 정보든지 또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시험 변경사항의 가능성에 관한 기타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신의 점수가 취소되거나 당신의 자격증이 폐지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당신에게, 형사 소송을 포함하여, 소송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h. 당신의 자격에 관한 또는 당신의 신청서 및/또는 후속의 시험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안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시험원 및 지정 요원에게 통지하여 공개함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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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험원은 이 신청서; 그리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위한  전문직 행위 규약을 개정하고 갱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현행 요건을 인식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청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를 당신이 시험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신은 이 시험 원서에 관하여 요청 

받은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임을 더욱더 이해하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j. 이 신청서 또는, 발급 받았다면, 당신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어떤 분쟁에 대해서든, 미국 버지니아 주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k. 시험원에서 첫응시원서 (시험 원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표준화 및 무작위 방법으로 심사할 것을 이해하며 인정하고 찬성합니다. 만약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응시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틀림없이 

적시에 요청된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원 시험 응시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징계조치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무작위 및 

표준화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게다가 구체적으로 시험원은 교육 및 고용, 수업과정의 증거서류 또는 어떤 첫 응시 적격이나 재발급 요건의 증거서류를 적절한 시기에 완벽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어느 

응시자나 재발급신청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시험원 시험 응시는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징계조치가 초래될 것입니다. 만약, 시험원에서 

신청 (또는 시험 원서)을 지지하거나 재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출된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부정직하다고 결정하면; 명확하게 시험원은 신청자의 응시를 금하게 할 

그리고/또는 징계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l. 시험원은 이 신청서; 그리고 전문직 행위 규약을 개정하고 갱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현행 요건을 인식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청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를 당신이 시험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신은 이 시험 원서에 관하여 요청 받은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임을 더욱더 이해하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m.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의 어떤 변경이든 당신이 즉시 시험원에 통지할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 단독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n. 이 신청서가 심사를 통과되고 시험에 합격한 후 당신이 자격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그런 자격증 발급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로서 업무 하는 데에 당신의 적성이나 적격을 약속하거나 보증해 

주지 않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자격증 소지자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시험원에게 부여하며 그리고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 

칭호, 수유상담가 (RLC®) 칭호, 및/또는 관련된 상호명, 상표 및 의장 문자 (logo)를 오로지 시험원이 명백히 허용한 대로만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욱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 및/또는 

수유상담가 (RLC)로서 당신의 자격증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다면, 당신은 당신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 및/또는 수유상담가 (RLC)라는 칭호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험원이 당신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o. 시험원이 또한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신청 (시험 원서 및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및 시험 자료를 익명으로 사용하고 수집하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p. 이 신청서의 필수 문항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위반 및 판결을 공개했음을 증언하며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의 어떤 위반 및 판결이든 시험원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q. 시험원 시험 전형료 환불 정책을 준수해야 함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r. 제한 없이, 시험원이 다음의 경우에 자격증 발급이나 재발급에 대한 당신의 자격에 관하여 부인,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O 어떤 시험원 시험과 관련되든 변경사항/부정행위; 

O 시험원 시험, 항목, 서류, 자료의 불법적인 소유, 사용, 또는 접근; 

O 자료 사칭 또는 기만: (i) 시험원 시험에 관련된, 또는 (ii)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지원자, 등록자, 또는 지원 예상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만든 진술을 포함하여 시험원에 

제출된 어떤 진술에서든; 

O 인허가 위원회, 연방/국가 기관 또는 국내/국제 전문 협회의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조치; 

O 속도위반 또는 주차위반 이외의 유죄판결, 복죄 또는 어떤 범죄 (중죄 또는 경범죄)에 대해서든 이의 제기 않음(no contest plea); 

O 관련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 징계 혐의 사유에 관한 시험원 조사 협조에 불응; 

s. 당신의 시험 결과 및 기타 자격 요건으로 당신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결정은 오로지 전적으로 시험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t. 제재조치를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위한  전문직 행위 규약의 어떤 위반에 대해서든 취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시험원은 당신의 제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u. 이에, 시험원과 그 임원, 이사, 위원회 구성원, 고용인, 대리인 및 대표자에게 이 신청서, 시험원 시험에 대한 채점된 점수, 또는 꼭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아니지만 윤리 사안 및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나의 자격증 발급이나 재발급에 대하여 시험원이 취한 기타 어떤 조치에서든 유발되거나 관련된 조치, 소송, 채무,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요구를 해소하고 면제하며, 그리고 배상하고 보호할 것을 

분명히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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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나는 상기 진술 및 약관을 인정하고 입증합니다.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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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전형료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가 분류 단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Fees are dependent upon your country of residence. Please see the list of countries by tier on the next page.  

 
 

지원자 이름 Candidate’s Name  

         
         

IBCLC 번호 IBCLC ID Number    

 

전형료 지불하기:  

 
신용카드:  다음의 카드로 $  를 지급합니다 

 

   VISA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     

 

카드 인증번호(CVV):    

 
 

 
 
 
 

카드 소지자의 서명 

 

카드 소지자의 이름(영문) 

카드 소지자의 전화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청구서 수신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월 시험 전형료 
Application fee for October Exam 

최종 마감 기일 
Deadline Date 

1 계층 
USD Tier 1 

2 계층 
USD Tier 2 

3 계층 
USD Tier 3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시험 형료 
Recertification by Exam Fee 

5월 15일 금요일 

Monday, May 15 
$470 $350 $250 

보수 교육 인정 점수로 자격증 재발급 

전형료 Recertification by CERPs Fee 

9 월 30 일 금요일 

Saturday, September 30 
$470 $350 $250 

2017 IBLCE Paym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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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국가_____________ 

 

카드 소지자의 전화번호         

 

카드 소지자의 우편번호 

 
 

전형료 지불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에는 한국 지부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신청서 보낼 주소: 

 

김봉진  IBLCE 한국 지부 책임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메디컬센터 503 호 기린웰소아청소년과 (우편번호: 17006)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시험응시료 계층제 

 

1 계층  안도라, 앵 귈라,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버뮤다, 브루나이, 캐나다, 케이맨 제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적도 기니, 에스토니아, 포클랜드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 랜드 , 과들루프, 괌, 홍콩,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마르티니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포르투갈, 푸에르토 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산 마리노, 사우디 아라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 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2 계층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앙골라, 앤티가 바부 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리즈,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쿡 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라 카오,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피지, 폴리네시아(프랑스 령) , 가봉, 그루지야, 

그레나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라크, 헝가리,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마케도니아 ,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몬세 라트, 모로코, 나미비아, 북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마틴(네덜란드 령), 세인트 마틴(프랑스 령),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태국, 튀니지, 터키, 투르크 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버진 아일랜드 (미국) 

3 계층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베냉, 볼리비아, 부르 키나 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 베르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코트 디부 아르,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민주 공화국,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 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마샬 

군도, 모리타니, 몰도바, 모잠비크, 미얀마 (버마 ),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콩고, 르완다, 사모아, 세네갈, 시에라 리온,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 수단 공화국,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타지키스탄, 동 

티모르, 토고, 통가,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서부 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의 연합 

공화국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는경우, 미국 달러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환율은 지원하는 날의 환율에 따르게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는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신용 카드와 선불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불하실 수수료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지역 책임자 또는 한국 책임자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