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국제전문시험기관(IBLCE), 국제 시험 관리를 위해
Prometric 선정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2019년 11월 14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 모유 수유
국제전문시험기관®(IBLCE®)은 전 세계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 자격 관리를 위해
Prometri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다년 계약 조건에 따라 IBCLC 응시자는
북미, 아시아 및 여러 시장에 광범위하게 마련된 전문 시험 장소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위치한 Prometric의 안정된 컴퓨터 기반 시험(CBT)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ometric의 고객 관계 선임 책임자 Alex Paladino는 최근 이번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Prometric은 앞으로 몇 년간 IBLCE의 평가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BCLC는 지난 34년간 엄마와 자녀의 건강을 위해 부모, 가정, 정책
입안자 등과 협력하여 전문 모유 수유와 수유 관리를 제공하는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훌륭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Prometric은 전 세계 IBCLC 응시자의 변화하는 필요를 다룰
수 있는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모의 기술 투자를 활용하여 IBLCE의
지속적인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Paladino는 또한 IBLCE와의 협업이 Prometric이 모유 수유 부모를 위한 편의와 시험 관리
관행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Prometric은 수유 관리 및 모유 수유
정책을 발전시켜 모유 수유 중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응시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IBLCE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ometric은 매년 300개 이상의 기업, 학술 기관, 전문 인증 및 허가 기관에 제공해온 것과
동일한 최고 수준의 시험을 IBLCE에 제공하게 됩니다. Prometric은 해마다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7백만 회 이상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Prometric은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통제되는 일관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업계를 선도하는 운영 관행과 서비스 역량을 개발해왔습니다.
Prometric은 프로그램 실행 및 유통 등의 부문에서 파트너들과 친밀히 협력하여 모든
프로그램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도록 하였습니다.

IBLCE의 IBCLC, RLC, IBLCE 이사회 의장 Norma Escobar는 “IBLCE는 전 세계 시험 운영을
위한 Prometric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략적 움직임이 전 세계
응시자들의 시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높은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Prometric의 평판은 업계를 선도하는 보안 절차 및 시험
장소의 지리적 이점과 결합하여 IBCLC와 응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산으로 증명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Prometric 소개
Prometric은 전 세계의 시험 후원자들이 뛰어난 품질과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하는 시험
개발 및 제공 솔루션을 통해 자격 증명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Prometric은 180여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시험 공급망을 통해 통합된 기술
기반 환경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prometric.com을 방문하거나 Twitter @PrometricGlobal 및
www.linkedin.com/company/prometric/에서 Prometric을 팔로우하십시오.
모유 수유 국제전문시험기관(IBLCE) 소개
IBLCE는 모유 수유 및 수유 관리 실무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 세계의 인정받고 있습니다. IBLCE는 글로벌 리더이며 IBCLC는 모유 수유
관리의 최적 표준으로, 현재 110개 국가에 3만1천 명 이상의 IBCLC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iblce.org를 방문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하십시오.

매체 문의:
Tom Warren:
Prometric
1+ 443.455.8652
tom.warren@prometric.com

Sara Blair Lake, J.D., CAE:
IBLCE
1+ 703.560.7330
international@iblc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