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절차에 따라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영구적인 자격증 폐지와 공개적인 문책을 공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자격증 폐지
아래의 사람들의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은 영구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자격증 복위 신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크리스 헤프너-이튼 (미국 오레건주 출신): 2001 년 7 월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국제수유전문가협회학회에서 출품자의 물건을 도난하였기에 2002 년 8 월 21 일자로 자격증이
영구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김희숙(한국 서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출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국제시험에서 중대한
보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김희숙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1999 년, 2000 년,
2001 년 국제수유상담가시험의 시험에서 사용된 그림을 복사하여 사용하고 소유하였기에
2005 년 2 월 24 일부터 자격증이 영구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공개적인 문책
파멜라 허쉬(미국 일리노이 주 출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절차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못하여 2009 년 9 월 8 일부터 공개적인 문책이 있었습니다. 허쉬씨는 그녀를 상대로 작성된
불만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된 답장을 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윤리징계위원회에서 신고된 불만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사항들이 잘 해결되었다는 서면으로 된 답장을 받기 전까지 파멜라씨의 자격증은 정지됩니다.
만일 허쉬씨가 자진해서 현재의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자격증을 포기하고 향후에
국제인증수유상담가로서의 복위를 신청한다면, 2007 년 1 월 1 일에 발표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 절차의 제 28 조 B 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따라야합니다. 즉, 허쉬씨는 윤리와 징계절차에 따라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출
해야합니다. 윤리징계위원회는 답장을 받은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중 위원회가 상당한 근거를 찾을 경우, 피항소인은 반드시 2007 년 1 월 1 일에 발표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징계 절차에 서술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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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시틴 퍼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출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절차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못하여 2010 년 3 월 20 일부터 공개적인 문책이 있었습니다. 퍼시씨는 그녀를 상대로
작성된 불만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된 답장을 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조사를 하는
기간 중 퍼시씨의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윤리징계위원회는 퍼시씨가 향후에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퍼시씨는 윤리 징계 절차에 따라 반드시 그녀를 상대로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접수된 이후, 윤리징계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일 조사 중 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한 행동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찾을 경우,
퍼시씨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명시한 징계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제니퍼 토우 (미국 코네티컷 주, 프랑스 출신): 충분한 증거에 의한 조언을 하지 않았고 (2011 년
11 월 1 일에 발표된 전문직 행위 규약 1.2 조항에 의거), 검사를 거치지 않은 사진들을 사용하여
조언을 하며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였으며 (2011 년 11 월 1 일에 발표된 전문직 행위
규약 2.1 조항에 의거), 사적인 정보를 의뢰인의 의료팀을 제외한 공적인 장소에서
발설하였기에 (2011 년 11 월 1 일에 발표된 전문직 행위 규약 3.1 조항에 의거) 2016 년 4 월
27 일부터 공식적인 문책이 있었습니다. 탄원위원회는 패널이 내린 결정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문책을 하도록 허가하였으며, 토우씨에게 CERPs 5 점 혹은 전문직행위규약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한 다른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확인증을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1 년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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