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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CE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 

 
 

배경 

국제수유상담가 시험원(The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 )은 원격 진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고려한 원격 

진료를 통해 수유 상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증 

수유상담가(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IBCLC)의 실무에 따라 

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도 실무 문서는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 (IBCLC®) 자격 인증자를   위한 실무 범위(공개 

및 유효일: 2018년 12월 12일), IBCLC 대상 전문 행동 강령    (유효일: 2011년 11월 1일, 

갱신 날짜: 2015년 9월), 국제인증 수유상담가(IBCLC) 의 임상 업무 적격사항  (공개 및 

유효일: 2018년 12월 12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인증 기관의 일반적인 

관행과 마찬가지로 IBLCE는 이 문제에 관한 자문 의견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문 

의견서는 원격 진료와 관련된 전문 실무 지침을 IBCLC에게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IBCLC 실무 지도 문서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IBCLC®)   자격 인증자를 위한 실무 범위  (공개 및 

유효일: 2018년 12월 12일) 

국제인증 수유상담가는 IBCLC 실무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실무 범위는 

IBCLC의 교육과 IBCLC 인증에 대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자격 인증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토대로 IBCLC가 관여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IBCLC가 실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목적은 모든 IBCLC가 안전하고, 능숙하며, 증거에 기초한 건강관리를 

제공함을 보증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IBCLC의 실무 범위는 어떤 국가에서든 

적용할 수 있거나 IBCLC의 실무 장소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1/scope-of-practice-2018_revised-Jan-2020-24.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9/01/Clinical_Competencies_2018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9/01/Clinical_Competencies_2018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1/scope-of-practice-2018_revised-Jan-2020-24.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1/scope-of-practice-2018_revised-Jan-20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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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LC 대상 전문 행동 강령  (유효일: 2011년 11월 1일, 갱신 날짜: 2015년 9월) 

IBCLC는 전문 행동 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 CPC)에 따른 지속적인 행동에 

직접 책임을 지면서 상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정당화합니다. 

IBCLC과 국민은 CPC를 통해 수용 가능한 행동의 최소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CPC는 다음과 같이 2.4 조항의 내용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모든 IBCLC는 수유 

상담가의 행동 규정을 포함한 모든 준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IBCLC)의 임상 업무 적격사항 (공개 및 유효일: 2018년 12월 12일) 

임상 업무 적격사항은 IBCLC 실무의 일환인 의무와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임상 

업무 적격사항의 목적은 IBCLC가 안전하고, 능숙하며, 증거에 기초한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임상 업무 적격사항은 

어떤 국가에서든 적용할 수 있거나 IBCLC의 실무 장소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BCLC는 훈련, 전문 기술, 문화, 설정 범위 내에서 실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정의 

세계 보건 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원격 진료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원격 진료는 기존 의료 시설의 한계를 넘어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격 통신과 가상 기술의 활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격 통신에만 접속할 수 있는 

원격 진료는  

‘이헬스(eHealth)’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매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활용합니다.” 

 

IBLCE는 이 자문 의견서의 목적을 위해 WHO가 내린 원격 진료의 정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문 의견서 

원격 진료는 상기 언급된 IBLCE 지도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IBCLC의 실무 범위는 IBLCE 자격 인증자가 “각 지역이나 범위 설정의 법 체계 

내에서 일하면서” IBCLC 직업의 기준을 유지시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격 진료는 특정한 국가 또는 관할 구역에서 실무자에게 허용될 경우 IBCLC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현재 122개 국가와 지역에서 IBCLC가 존재하는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9/01/Clinical_Competencies_2018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9/01/Clinical_Competencies_2018_Korean.pdf
https://www.who.int/sustainable-development/health-sector/strategies/telehealth/en/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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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해 보면, IBLCE 자격 인증자가 위치한 모든 국가 또는 관할 지역의 법을 

검토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나 관할 지역의 법과 규정이 

잠재적으로 변화하면서, IBLCE는 원격 진료의 허가 가능성에 관해 포괄적으로 

진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격 진료가 IBCLC의 실무 권한에 허용될 경우, 잠재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택 

사항일 것입니다. IBCLC의 특정 권한의 법과 규정에 더하여, IBCLC는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격 진료를 통한 수유 상담 서비스 규정이 해당 기술의 비밀, 

기밀사항, 보안, 평가, 입증, 검토, 증거에 기초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 기관과 적절히 수행하는 공동 작업이나 그러한 의료 기관에 하는 위탁 

행위를 포함한 각 지도 실무 문서의 주요 규정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 고려사항은 전문 행동 강령 3.2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IBCLC는 어머니 본인이 사전 서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자녀를 대신하여 

사전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 또는 그 자녀의 사진을 찍고,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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