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모유 수유 지원 상담사 단체
“모유 수유 지원 상담사”는 IBLCE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수유 관리 경험을 획득하는
개인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La Leche League Leaders 및 호주 모유 수유 협회 상담사(Australian Breastfeeding
Association Counsellor)와 같이 인증받은 자원봉사 모유 수유 지원 상담사
• 병원, 출산 센터 또는 지역사회 클리닉과 같은 의료 분만 단체 내에서 일하는 유급 또는
자원봉사 모유 수유 지원 상담사
모유 수유 지원 상담사 단체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체 상담사에게 모유 수유 및 수유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
• 윤리 또는 전문가 행동 강령
• 적절한 수준의 훈련과 함께 상담사에 대한 구조화된 감독
• 상담사를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IBLCE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모유 수유 지원 상담사 단체가 이 명단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다음의 단체들은 공인 모유 수유 지원 상담사 단체를 정의하기 위해 IBLCE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

Alimentación Segura Infantil(ASI)

•

Cuidiu Ireland

•
•
•

•

Dr. MILK Physician Mother
Support Network

•

병원

•

Kodiak KINDNESS

•

Ammenet Denmark
Amningshjälpen
Australian Breastfeeding
Association(ABA)
Baby Cafe USA

•

수유 관리 클리닉/의원

•

BACE – Nursing Mother’s Council

•

•

출산 센터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LLLI)

•

BirthKuwait

•

MAMILA

•

Breastfeeding Mothers’ Support
Group – 싱가포르

•

Mom2Mom Global

•

Mother-2-Mother – 대만

•

Breastfeeding Q&A, UAE

•

National Childbirth Trust

•

Breastfeeding USA

•

Nursing Mothers Alliance

•

Centre de Ressources pour la
Naissance region Mauricie inc.

•

Nursing Mothers Counsel

•

Nourri Source

•

Chocolate Milk Café

•

Nourri Lait

•

지역사회 클리닉

•

Nursing Mothers Advisory
Council(N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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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 진료
제공자
의원/사무실

•

Breastfeeding
Association of Trinidad
and Tobago

Sisters Who
Breastfeed(SWB)

•

Zulazu-Beit Daniel

이 명단에 나와 있지 않은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하는 경우, IBLCE 웹사이트의 IBLCE
연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식을 이용해 거주 국가를 관리하는 IBLCE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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