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授乳相談家試驗院
(IBLCE)
권고적 의견 – 주름띠절단 (설소대절단)
(Frenulotomy Advisory Opinion)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이하 IBLCE)는 주름띠절단을 하는 國際認證授乳相談家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증 기관의 일반적인 관례처럼, IBLCE 는 이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합니다.
주름띠절단은 “단설소대”라는 신체 상태를 개선하려는 외과적 처지인데, 그 상태에서는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단설소대 또는 혀유착증 치료 시, 모유수유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혀 아래
조직을 절개합니다. 보편적으로 주름띠절단은 공인 개업 의료인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주름띠절단은 분명히 IBLCE 의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업무범위 또는 임상업무적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에서 IBLCE 자격증 소지자는
“각자의 지정학적 지역이나 환경의 법적 체계 내에서 일함으로써”IBCLC 전문직 표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BLCE 자격증 소지자가 별도로 해당 관할 구역에서 주름띠절단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거나 공인 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주름띠절단는 공인된 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특정한
지역이나 관할 구역에서 일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허용된 경우, IBLCE 는 주름띠절단 수행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배후사정이 이렇다면, 주름띠절단 수행이 IBLCE 전문직 행위 규약 하에서 징계조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생깁니다.
IBLCE 자격증 소지자의 세계적 진출 그리고 이 안건과 잠재적인 결과의 심각성으로 인한 이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IBLCE 는 이 안건을 조사하고 전문가 및 단속기관의 지도를 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주름띠절단은 틀림없이 면허증이 있는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 IBLCE 는 최근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에서 서면의 안내문을 수령하였는데 안내문에 줄음띠절단은 반드시 그것을 수련 받은 공인된
의료전문가가 수행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BLCE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지부나 관할구역의
법률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리고 각각 다른 지부 또는 권할 구역의 법률과 규정의 잠재적인 변화
때문에 IBLCE 자격증 소지자가 이러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가능성에 관여 성명을 IBLCE 는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IBCLC 이 주름띠절단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분석은 IBCLC 가 주름띠절단을 수행하는
문제의 지부나 권할 구역에 소재하는 보건 당국에서 정식 면허, 수련, 및/또는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업무가 특정 지부나 관할구역에서 인가 받지 않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이것은 IBLCE 의
징계조치를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업무가 IBLCE 자격증 소지자에게 어떤 지부나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러한 활동은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고려될 것이며 IBLCE 의 전문직 행위 규약에
따라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소의 경우, IBLCE 는 관련 있는 지부 또는 관할 구역에서 그러한 처치의 합법성 및 허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소는 어떤 것이든 틀림없이 IBLCE 의 전문직 행위 규약 (IBLC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및 수반 절차의 요건을 낱낱이 따라야 합니다. 질문은 international@iblce.org 을 이용하여
IBLCE 본사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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