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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경로 3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BLCE 시험에 

응시하는 법에 대한 안내문은 아닙니다. 시험 응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응시자 

정보 안내문(Candidate Information Guide)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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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 Introduction 
 

모유수유 국제전문시험기관®(IBLCE®)은 COVID-19 전 세계적 유행병을 고려하여 

IBLCE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본 업데이트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본 업데이트는 COVID-19 전 세계적 유행병에 따른 IBCLC 경로 3(IBCLC와의 멘토링) 

수유 특정 임상 실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관련하여 IBLCE 이해 

당사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II. 관련 배경 Relevant Background  
 

국제 모유 수유 상담가 시험원(The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는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자격 취득자 실습 범위(공개 및 시행일: 

2018년 12월 12일),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전문가 행동 강령 (2011년 11월 

1일 시행, 2015년 9월 개정),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임상 업무 역량(공개 및 

시행일: 2018년 12월 12일) 등을 포함하는 국제 모유 상담가 실습 지침 문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를 

이전에 발표했습니다. 

 

 

III. 주요 서언 Key Prefatory Notes 
 

 

A.  IBLCE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 준수 Adherence to IBLCE 

Advisory Opinion on Telehealth 
 

기술 사용을 통해 IBCLC 임상 실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로 3 지원자 및 

멘토는 IBLCE의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를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자문 의견서는 IBCLC가  

 원격 진료로 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 정보 보호, 보안,  

 평가, 관련 기술 입증 및 평가,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증거에 근거한 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적절한 협력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탁 등을 

 포함하는 앞에서 언급한 실습 지침 문서의 주요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특히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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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행동 강령 3.2 원칙에 따라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가 사전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나 아이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고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경로 3 1을 통한 IBCLC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뿐만 아니라 IBCLC의 임상 감독에도 적용되며,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되었습니다. 

 

 

B. 임상 감독에서 기술 사용 The Use of Technology in Clinical 

Supervision 
 

임상 감독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공중 

보건 상황뿐만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특히 중요합니다2.  

 

하지만 임상 감독 상황에서 기술을 사용하려면 소통 향상, 추가적인 계획 그리고 

기술 및 행정적 세부 사항에 대한 초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위치, 즉 관할 구역 두 곳에서의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특히 기술 플랫폼의 보안, 자세한 내용을 고지 받은 이후에 

한 동의 그리고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비롯한 개인 정보 보호 등이 있습니다. 임상 

감독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잠재적인 플랫폼의 신뢰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는 플랫폼을 활용하기 전 기초 및 

중급 수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임상 경험을 제공하는 임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1 IBLCE는 IBCLC 응시자와 교육 기관 또는 임상 감독자 사이의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의 모든 법적 또는 

다른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IBCLC의 개인적, 교육적, 실습상, 전문적, 계약상의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IBCLC 와 신청자는 법적, 건강 또는 재정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행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IBLCE와 그 임원, 이사, 직원, 주제 전문가 또는 기타 대리인은 그러한 

행위나 결정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격성, 응시, IBLCE 인증에 

관련한 모든 결정은 해당 IBLCE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는 IBLCE가 발표한 자료 및 IBLCE 웹 사이트에서 

명시한 대로 적용 가능한 조건 및 요구 사항에 근거합니다.  

 
2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음 몇 달 동안 IBLCE 는 공중 보건 및 접근성을 포함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IBCLC의 자격 요건 관련 기술 사용에 관한 더욱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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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감독에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에 기술을 활용해 감독을 해 본 

적이 없다면 관련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감독과 동일한 수준의 효과적인 임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원격 수유 교육 관련 자료를 포함한 이와 관련된 여러 

동료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C. 경로 3 요건 Pathway 3 Requirements 
  

본 문서는 경로 3 과 관련한 IBLCE 의 기존 임상 실습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IBLCE 의 경로 3 임상 자격 요건을 기술을 활용하여 충족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 경로 3 계획 안내문과 IBCLC 응시자 정보 안내문의 

관계(2019년 9월 개정) Relationship of This Updated 

Pathway 3 Plan Guide to the IBCLC Candidate Information 

Guide (updated September 2019) 
 

현재 전 세계적 유행병과 관련한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IBLCE는 IBCLC 응시자 

정보 안내문 전체와 웹 사이트를 본 문서 내용에 맞게 16개 언어로 신속하게 편집 

및 번역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경로 3 계획 안내문은 응시자 정보 

안내문과 함께 읽어야 하며, 응시자 정보 안내문에 있는 정보가 본 문서에 있는 

정보와 충돌하거나 응시자 정보 안내문에는 없는 내용이라면, 본 경로 3 계획 

안내문의 정보를 따르도록 합니다. 

 

 

IV.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이란? What is IBLCE? 
 

IBLCE, 즉 모유수유 국제전문시험기관(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은 국제인증 수유상담가(IBCLC) 자격을 부여하는 독립적인 국제 자격 인증 

기관입니다. 

 

 

A. 연락처 정보 Contact Information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IBLCE)  

10301 Democracy Lane, Suite 400 

Fairfax, Virginia 22030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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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560-7330 

www.iblce.org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은 오스트리아, 호주 및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IBLCE 웹 사이트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거주 국가를 담당하는 IBLCE 위치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V. 본 안내문의 목적 Purpose of this Guide 
 

경로 3은 IBCLC가 멘토로서 직접 감독하는 임상 실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수료할 것을 

응시자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IBLCE 시험 적격 경로와 차이가 납니다. 경로 3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은 젖분비 및 모유수유 케어 분야에서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directly supervised clinical practice hours)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IBLCE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IBLCE는 멘토 역할을 할 

IBCLC들의 자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의 목적은 응시자 개인들의 경로 3 

계획 수립을 돕는 것입니다. 

 

 

A. 주요 날짜 Key Dates 
 

경로 3 계획 확인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확인된 경로 3 계획을 따르는 응시자 

개인은 시험 신청 시점에 모든 IBLCE 시험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 Application and Other Related 

Forms 
 

경로 3 계획 확인 자료집(The Pathway 3 Plan Verification Packet)(신청서)은 

IBLCE에서 시험을 제공하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IBLCE 

웹사이트를 방문해 언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스페인어, 및 독일어 

신청서는 자격 증명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응시자가 최소 500시간의,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을 쌓기 시작하기 전에 

IBLCE에 계획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IBLCE는 경로 3 계획 확인을 응시자와 수석 멘토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것입니다. 

http://www.iblce.org/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contact-2/


   
 

   
 

경로 3 계획 확인에는 2주의 시간이 필요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3 계획 신청은 연중 내내 접수 가능합니다. 확인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으며 

액수는 본 안내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시험 신청 Applying for the Examination 

 

경로 3 응시자는 수유 케어에서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최소 500시간 외에 보건 

과학 교육, 인간 젖분비와 모유수유에 특정된 교육, 및 2021년 시험 신청부터 소통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 다섯(5)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 과학 교육 및 수유 

특정 교육 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BLCE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 IBCLC 시험 응시는 IBLCE 경로 3 계획 확인 직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VI.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Directly Supervised Clinical Practise 

 

경로 3 임상 실습 시간은 회원 자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현직 IBCLC인 멘토에게 직접 

감독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 감독은 점진적인 3 단계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 단계 1: IBCLC 멘토(들)의 관찰 - 동기식 양방향 오디오 및 시각 소통을 

촉진하는 안전한 기술 플랫폼의 사용을 통해 실무 및/또는 직접 관찰에 

임하는 IBCLC 멘토의 시선 관찰로 시작합니다. 

• 단계 2: 임상 실습으로의 전환 - 숙련될 때까지 동기식 양방향 오디오 및 

시각적 소통을 촉진하는 안전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같은 방에 있는 

IBCLC 멘토의 직접적인 관찰과 지도에 따른 임상 실무 경험을 포함합니다. 

• 단계 3: 감독하 독립적인 실습 - IBCLC 멘토가 필요한 경우 근거리에서 

도움을 주거나 동기식 양방향 오디오 및 시각 소통을 촉진하는 안전한 기술 

플랫폼을 통한 응시자의 독립적인 실습을 통해 끝이 납니다. 

 

모유수유 가정과 상호작용을 한,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을 하는 데 보낸 시간만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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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시간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경로 3 계획 확인 전에 쌓은 임상 실습 시간, 

경로 3 계획이 아닌, 업무 또는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쌓은 시간, 멘토가 아닌 

IBCLC들을 단순히 관찰한 시간, 그리고/또는 선택적 교육 활동을 하는 데 보낸 시간은 

경로 3 요건을 충족하는데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A. 단계 1: IBCLC 멘토(들)의 관찰 
 

위에서 설명한 IBCLC 멘토(들)의 관찰은 경로 3 지원자가 모유수유 가정들을 직접 

상대하여 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감독하는 IBCLC의 재량에 따라 관찰 과정은 과제물 또는 수업 

활동과 병행될 수 있고 경로 3 계획이 확인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IBCLC 멘토에 대한 임상 관찰은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최소 

500시간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B. 단계 2: 임상 실습 및 단계 3으로의 전환: 감독하 독립적인 

실습  

 

직접 감독의 단계 2와 3에서 경험한 실습은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500시간 요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은 경로 3 계획을 IBLCE에 확인받은 

후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멘토를 관찰하고 때로 선택적 학습 과제를 수행해야 할 필요 때문에 경로 3 

계획을 마치는 데는 지원자에게 5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IBLCE 시험 응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계 2 와 3 에서는 응시자에 의한 실제의 실습이 요구됩니다. 이는 응시자가 

케어를 제공하는 동안 IBCLC 멘토가 같은 방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기식 양방향 오디오 및 시각적 소통을 촉진하는 안전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관찰하여 응시자가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면 

관찰이나 동기식 오디오 및 시각적 구성 요소를 갖춘 기술을 사용한 관찰은 모두 

응시자에게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멘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응시자가 

스스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고 IBCLC 멘토가 판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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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독립적인 실습(단계 3)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IBCLC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이 응시자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IBLCE는 응시자가 경로 3 멘토링의 일환으로 다양한 실습 환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IBCLC 상세 내용 개요의 내용 영역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응시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시자가 수정 전 단계(pre-conception)에서 

이유(weaning)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역연령 범위에 걸쳐서 모유수유 가정들을 

대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임상 업무 적격(Clinical 

Competencies for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s)에 

수록된 모든 직무 분야에서 쌓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경로 3 임상 실습 시간 

보고서(Pathway 3 Clinical Practice Hours Report)에 기록해야 하고 수석 멘토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C. 기록 Record Keeping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BCLC 시험에 

응시할 때, 무작위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 대상이 되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경로 3 실습 기록표(Pathway 3 Time Sheet) 및 경로 3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 보고서(Pathway 3 Directly Supervised Clinical Practice Hours 

Report)를 사용하여 당신의 임상 실습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이 서류들은 이 

문서의 끝에 있습니다. 
 

 

VII. 응시자의 책임 Applicant Responsibilities 
 

경로 3 응시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멘토 역할을 담당할 IBCLC들을 섭외하여 계약하고 수석 멘토를 담당할 한 명의 

IBCLC를 선정하십시오. 

o 경로 3 응시자는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멘토를 하고자 하는 숙련된 IBCLC를 섭외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IBLCE는 멘토를 하고자 하는 IBCLC 자격 인증자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멘토 섭외에 도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o 주의: IBLCE는 멘토들의 행동이나 건강 관련 경험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o 권고: 한 명 이상의 멘토와 독립적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한 사람 이상의 숙련된 IBCLC들을 관찰하며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 멘토를 하고자 하는 IBCLC들과 업무 관계를 수립하십시오.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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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BLCE는 멘토와의 계약 조건이나 재정 협의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경로 3 및 기타 IBLCE 정책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만 

결정합니다. 

o 주의: 멘토링 비용은 다양하며 응시자와 멘토 간의 업무 관계의 

일부입니다. IBLCE는 이러한 업무 관계의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보수는 멘토링에 필수가 아닙니다. 

•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기타 업무 규칙이나 실무 지침, 업무 책임 

보험,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 검진 등에 관해 멘토 및 실습 환경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기술을 통해 임상 실습이 제공되는 경우, 

이는 멘토와 자신의 위치 모두에 적용됩니다. 

• 어떠한 이유로든 응시자 또는 멘토가 완결 전에 경로 3 계획을 

중지하기로 했다면, 혹은 멘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면 

IBLCE에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o 멘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사항을 IBLCE에 

통보하고 새 멘토에게 멘토 동의서(Mentor Agreement Form)를 작성 

받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IBLCE가 새로운 멘토를 확인할 

때까지 새로운 멘토와의 임상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A. 전문직 의무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경로 3 응시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실무에 대한 특정한 기초 원칙을 고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전문직 행위 규약(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s)의 모든 원칙을 

고수하며, 항상 전문가다운 태도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o 모든 실습 환경에서 반드시 적절한 법률, 규제, 보건, 안전 및 보험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십시오. 

• 서면 작업을 즉시, 그리고 멘토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완전히 마치십시오. 

• 수유 케어의 관찰과 보조 및/또는 제공에 대한 명시적 서면 허락을 

내담자에게 받으십시오. 

• 경로 3 계획을 완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나가십시오. 

• 젖분비 및 모유수유 케어 분야에서의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을 하는 임상 

배정지와 자신의 위치의 어떠한 법적, 규제적, 정책 또는 기타 요건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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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멘토의 책임 Mentor Responsibilities 
 

한 사람의 멘토는 경로 3 계획의 제 1 감독관(수석 멘토) 역할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석 

멘토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임상 업무 적격(Clinical Competencies for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s)에 수록된 모든 직무 

분야를 망라하는 경로 3 계획의 작성과 실행. 

• 경로 3 계획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응시자와의 공동 작업. 

• 응시자가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을 쌓을 실습 장소 확보. 

• 응시자의 임상 실습을 직접 감독하는 다른 멘토들에 대한 감독. 

• IBLCE에 경로 3 응시자에 대한 각 멘토의 직접 감독 시간 백분율(%) 보고. 이 

보고서는 경로 3 계획이 완수될 때 제출되어야 하며 멘토들에게 평생교육 

인정점수(CERPs)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경로 3 멘토 역할을 하는 IBCLC들은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전문가 행동 

강령(2011년 11월 1일 시행, 2015년 9월 개정),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자격 

취득자 실습 범위(공개 및 시행일: 2018년 12월 12일),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임상 업무 역량(공개 및 시행일: 2018년 12월 12일) 및 IBLCE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에 

따라 임상 실습과 전문 행동에 있어서 최상의 전문적 표준을 제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멘토들이 보여준 헌신은 모유수유 가정을 넘어 그들이 감독하고 있는 경로 3 

응시자들에게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각 멘토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 IBCLC 인증 자격을 잘 유지하십시오. 

• 경로 3 멘토 동의서를 작성하여 응시자에게 전달하십시오. 

• 경로 3 응시자가 모유수유 가정에 직접 임상 실습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멘토의 실무를 관찰하는 기간을 제공하십시오. 

• 응시자가 독립적으로 실습하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응시자의 임상 실습을 

직접 감독하고 응시자가 실습하고 있는 임상 기술의 숙련 정도를 

판정하십시오. 

• 경로 3 실습 기록표(Pathway 3 Time Sheet)를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응시자가 멘토의 직접 감독하에서 쌓은 임상 실습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 필요할 경우, 추가 학습 활동, 독서 및/또는 서면 과제를 응시자에게 

부과하십시오.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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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3 응시자가 요청하는 경우, 참고 문헌을 제공하십시오. 

 

중요! 경로 3 응시자의 친척은 멘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로 3 응시자의 친척이 

응시자의 멘토가 되는 것은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사안이 됩니다. 

 

 

A. 멘토에 대한 평생교육 인정점수(CERPs) CERPs for 

Mentors 
 

승인된 경로 3 계획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는 IBCLC에게는 그 수고에 대해 CERPs 

가 부여됩니다. CERP 할당의 목적으로 각 경로 3 계획은 총 25 L-CERPs 부여 

대상이 됩니다. 주어진 5년의 기간 동안, IBCLC는 승인된 경로 3 계획을 완수한 

응시자의 멘토로 수고한 것에 대하여 최대 50 L-CERPs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CERPs는 경로 3을 따르는 응시자를 직접 감독한 각 멘토의 시간 백분율에 근거하여 

할당됩니다. 수석 멘토는 이 백분율을 IBLCE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보고에 

근거하여 IBLCE는 각 멘토가 획득할 CERPs 점수를 수석 멘토에게 통보합니다. 

 

 

IX. 경로 3 계획 수립 Pathway 3 Plan Development 
 

수석 멘토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임상 업무 적격 상에 수록된 모든 직무 분야를 

망라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로 3 응시자와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여러 

환경에서의 실습을 준비하는 것이 임상 적격에서의 균형 잡힌 교육에 중요합니다.  

 

 

X. 선택적 학습 활동 Alternative Learning Activities 
 

응시자가 모든 임상 기술에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나 교육 비디오 시청 같은 

기타 교육 활동의 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학습 활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직 모유수유 가정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에 

사용된 시간 만 최소 500시간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학습 활동은 응시자와 멘토에게 드리는 제안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경로 3 

계획에 멘토와 응시자가 합의한 기타 학습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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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집담회, 전문직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또는 법률가, 영양사, 혹은 

인간 관계 상담가의 발표 시간에 참석하십시오. 이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모유가 조성되는 과정을 포함한, 유방의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해 상세히 

학습하십시오. 

• 영아 구강 해부학 및 발달 (또는 기타 주제)에 대해 배우고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 동료들 대상으로 인간 모유의 생화학, 또는 흥미로운 유사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십시오. 

• 분만 직후 아기가 출산 가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출산 

중 약물에 노출된 엄마의 아기와 약물에 노출되지 않은 엄마의 아기를 

비교하십시오. 

• 다양한 동료-대-동료 지지 모임 참석을 통해 어머니들과 아기들을 관찰하고 

정상 모유수유 경험의 넓은 범위에 대해 더 많이 배우십시오. 집단 상담가를 

관찰하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윤리를 익히는 등의 활동을 하십시오. 이는 

대면 또는 안전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국가, 지역사회 또는 실무 환경에 맞는 직업 윤리 수업을 듣거나 

건강 개인정보 보호 사안에 관한 세미나를 끝마치십시오. 이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6개월 기간에 걸쳐 한 아기의 정상 성장, 발달 및 모유수유 행동을 관찰, 기록, 

및 해석하십시오. 

• 연구 기법과 근거 중심 실무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모유수유에 대한 상호 

심사 학술지(peer-reviewed journal)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과정(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course)을 

끝마치십시오. 모유수유에 대한 병원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이들이 최상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를 설명하십시오. 

• 지지, 정보 및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해 지역의 전문 수유상담가 단체에 

가입하십시오. 

• 시험, 퀴즈 그리고/또는 독서 또는 임상 실습 시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과하십시오. 

• 역할 수행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이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상으로 상담기록을 작성하는 훈련을 마치고 일차 진료 의료진에게 

보고서를 쓰는 실습을 하십시오. 

• 다문화 상담 기술을 다루는 일련의 훈련 과정을 끝마치십시오. 

• 모유수유 프로그램과 실무에 호의적인 의료진과 부정적인 의료진 모두와 

의사소통 하십시오. 

• 전화, 비디오/오디오 기능을 통한 원격 건강 또는 직접 대면하여 가정을 

상대로 일하는 것의 차이점, 이점 및/또는 힘든 점을 관찰하고 설명하십시오. 

• 장애아, 예기치 못한 분만 손상, 신생아 사망, 아동 학대, 의학적 응급 등을 

겪은 엄마들을 돕는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당신의 멘토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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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 케어 팀의 유능하고 전문적이고 존중 받는 일원으로서 다른 보건 의료 

전문가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에 참석하십시오. 

 

 

XI. 경로 3 계획 평가 진행 Ongoing Pathway 3 Plan Evaluation 
 

경로 3 계획에 주기적인 평가는 필수적입니다. 불량한 근무 습관, 비전문적인 행동, 

또는 빈약한 임상지식 또는 상담기술 같은 문제적 상황들이 응시자와 멘토 사이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경로 3 응시자와 멘토(들)은 정기적인 평가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매일, 매주, 격월 또는 매월 등의 모임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평가 시간은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 요건에 계산될 수는 

없지만, 평가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XII. 잠재적인 재정적 고려 사항 Potential Financial 

Considerations 
 

경로 3 응시자는 IBCLC 멘토들을 섭외하고 계약하고, 해당하는 경우, 지불 계약을 

체결할 각자의 책임이 있지만, 한 사람의 멘토는 수석 멘토 역할에 동의해야 합니다. 

IBLCE는 멘토링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응시자와 멘토가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IBLCE는 현재 멘토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계약, 

법률, 재정 상담, 원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요! 합의된 동의서 및 그 이행은 참여한 당사자들만의 책임입니다. IBLCE는 

교섭자, 중재자, 법률자문 또는 경로 3 응시자 또는 멘토에 대한 정보수집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BLCE는 경로 3 응시자와 멘토와의 관계에 대한 

비즈니스 측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멘토링과 관련된 비용은 다양하며 응시자와 멘토(들) 간의 업무 관계의 일부입니다. 

또한 경로 3 응시자는 멘토 실습 환경과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업무 책임 보험에 

들고,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 검진, 개인 정보 보호 동의, 환자 승인 또는 기타 

라이센스나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경력을 준비하든 마찬가지지만, 경로 3 

응시자는 교과서, 보험료, 세미나 및 워크숍, 그리고 멘토 수고비와 같은,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비용을 치를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http://www.iblce.org/


   
 

   
 

 

XIII.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계획을 확인받기 전에 쌓은 임상 실습을 인정받거나 직장 근무 중 경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을 쌓기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확인받아야 하며 500시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직장 근무 중 경험을 직접 감독하 

실습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확인받기 전에 멘토를 관찰해도 되지만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려면 당신의 계획이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로 3 신청 마감은 언제입니까? 경로 3 계획 신청은 연중 내내 접수 가능합니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임상 업무 적격의 일부분을 빼도 됩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멘토에게 당신이 모든 임상 업무 분야에서 숙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어디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까? 본 안내문에 따라 직접 감독하에서 실제로 또는 

원격으로 체험하는 임상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실습 시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독 환경으로는 병원, 분만 센터, 의사 진료실, 공중 보건 클리닉 

및 사립 수유상담소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BLCE는 다양한 

환경에서 임상 경험을 쌓을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있는 곳의 지역 병원에서는 제가 환자들에게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모유수유 가정들을 상대로 실습하게 될 

환경에서 당신이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일부 병원과 

클리닉은 경로 3 응시자의 임상 관찰은 허락하지만, 멘토 감독하에서도 응시자가 

실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관찰만 하지 않고 모유수유 가정들에게 

케어를 제공하도록 허락하는 적절한 임상 환경을 찾기 위해 멘토와 함께 의논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00시간의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최소 요건은 경험이나 다른 수단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경로 3 응시자는 직접 또는 양방향 동기식 오디오 및 시각적 

소통을 촉진하는 안전한 기술 플랫폼 사용을 통해 500시간의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방향 동기식 오디오 및 시각적 구성 요소를 갖춘 

기술을 사용한 대면 또는 관찰 형태를 통해, 응시자에게 멘토링과 지도를 제공하는 

멘토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무 중 IBCLC를 관찰한 시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당신의 멘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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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감독하는 가운데 당신이 실제로 수유 케어를 제공한 시간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경로 3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소속된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경로 3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의 멘토는 유축기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보낸 시간을 실습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지 선택하는 것을 도운 시간은 경로 3 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경로 3은 전 세계 누구나, 어디에서든 가능합니까?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의 법령은 본 안내서에 수록되거나 참조되거나 암시된 것 외에 다른 요건을 

경로 3 응시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IBCLC 멘토와 신청자는 라이센스 또는 업무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모두 관찰하고 수행하는 관할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경로 3 계획에 다른 멘토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예. 당신의 경로 3 계획이 일단 

승인되면, 새로운 멘토(들)로부터 추가적인 멘토 동의서를 받아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멘토와 함께 임상 시간을 축적하기 전에 IBLCE에 연락하여 멘토를 

추가하고 새로운 멘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멘토와 경로 3 멘토링 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에 IBLCE가 더 이상 기술(전체 또는 일부)을 통한 임상 감독 시간 획득을 자격 

요건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멘토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요. 

COVID-19로 인한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경로 3의 임상 시간을 획득할 방법은 

2020년 11월에 추가로 개정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상 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격으로 필요한 임상 시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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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3 멘토 동의서 

Pathway 3 Mentor Agreement Form 
 

멘토들 모두 경로 3 멘토 동의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경로 3 응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IBCLC 인증을 신청할 때 감사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로 3 응시자 성명:  

 

멘토 정보 

이름:  성(姓):  

IBCLC L-번호:  수석 멘토 역할을 맡겠습니까?  □ 예  □ 아니오 

상세 주소:  

시/군:  주/도:  

우편번호:  국가:  

업무 전화:  자택 전화:  

이메일:  

현재 근무처:  
 

진술 서명: 

 

나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이며 상기 경로 3 계획 

응시자에게 임상 지도 및 직접 감독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본 안내문의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절차와 

경로 3과 관련한 IBLCE의 모든 요건을 인식하고 따르며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멘토 서명:  
날짜

: 
 

성명(인쇄체):    

 

 

 

 

 

 

 

이 서류를 다 작성 후 경로 3 계획 응시자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작성된 서류를 IBCLC 인증을 신청할 때 증거물로, 그리고 감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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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3 임상 실습 시간 보고서 

Report of Pathway 3 Clinical Practise Hours 
 

주의 깊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IBLCE 시험에 응시할 때, 당신은 무작위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험 신청이 감사 대상이 되면, 다른 

증거물들과 함께 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는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허락되지 않으며 응시료 중 일부는 환불받지 못합니다. 

 

경로 3 응시자 성명:  

IBLCE 계정 번호(해당하는 경우):  

수석 멘토 성명:  

수석 멘토 IBCLC L-번호: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최소 500시간이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멘토들이 

직접 감독한 임상 실습 시간을 채웠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경로 3 실습 

기록표(20페이지)에 기록된 시간을 요약하여 아래 표를 작성하고 적절한 칸에 멘토의 

서명과 날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entor’s Name 

멘토 성명 

Number of Directly Supervised Clinical Practise Hours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 
Mentor’s Signature 

& Date 

멘토 서명 및 날짜 

Hours Supervised 
In Person 
대면 

감독 시간 

Hours Supervised via observation using technology with 

synchronous audio and visual components 

동기식 오디오 및 시각적 구성 요소를 갖춘 기술을 

사용하여 관찰을 통해 감독한 시간 

    

    

    

    

    

직접 감독하 임상 실습 시간 총 합계:  

 

 

응시자는 작성된 서류를 IBCLC 인증을 신청할 때 증거물로, 그리고 감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blce.org/


   
 

   
 

경로 3 실습 기록표 

Pathway 3 Time Sheet 
 

이 기록표를 필요한 만큼 복사하십시오. 당신의 직접 감독하 수유 특정 임상 실습 

시간(directly supervised lactation specific clinical practice hours)을 기록하는 데 이 기록표를 

사용하십시오. 그 기록들이 경로 3 임상 실습 시간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19페이지). 

기록표들을 증거물로 보관하십시오. IBLCE 는 당신이 보고한 실습 시간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표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 3 응시자 성명:  

IBLCE 계정 번호(해당하는 경우):  

수석 멘토 성명:  

수석 멘토 IBCLC L-번호:  

  

Date 

날짜 

Brief Description of Daily Clinical Practise 

일일 임상 실습에 대한 간단한 기술 

Supervised 

감독 

Start Time 

시작 시각 

End Time 

종료 시각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 In Person 대면 

 □ Via Technology 기술 

  

 
 

응시자는 IBCLC 인증을 신청할 때 증거물로, 그리고 감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양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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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3 멘토에 대한 CERPs 부여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Ps 

Award to Pathway 3 Mentors 
 

수석 멘토 성명:  

수석 멘토 IBCLC L-번호:  

전화번호:  이메일(필수):  
 

경로 3 응시자 성명:  
IBLCE 계정 번호(해당하는 경우):  

 

멘티가 승인된 경로 3 계획을 완료한 후에만 각 멘토에게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멘토 성명 IBCLC L-번호 
멘토링 시간 

백분율(%) 

부여되는 L-CERPs 
IBLCE 사무소에서 
기록하는 난 

    

    

    

    

 

완성된 양식을 IBLCE 지역 사무소에 제출하세요. IBLCE는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CERPs를 부여합니다. 부여되는 CERPs 점수가 기입되고, 스캐닝된 서류 복사본들이 수석 

멘토에게 이메일로 보내질 것입니다. 서류상에 나열된 모든 다른 멘토들에게 CERPs 부여 통지서 

복사본을 배부하는 것은 수석 멘토의 책임입니다. CERPs 점수 부여가 나온 이 서류의 복사본이 

멘토 역할 완료 인증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자격 재인증(자격증 재발급) 목적으로 보고하는 

CERPs 입증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서명: 

나는, 수석 멘토로서 모든 멘토들에게 부여된 CERPs를 통지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확인된 경로 3 응시자들에게만 CERPs가 부여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나는 위에 

제시된 정보가 사실이며 멘토 활동 시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확증하는 바입니다. 
 

멘토 서명:  날짜:  

성명(인쇄체):    

 

IBLCE 사무소에서 기록하는 난 | 위 표에 부여된 CERP 검증 담당: 

직원 성명:  날짜:  

http://www.iblce.org/


   
 

 

경로 3 계획 확인 수수료 체계 Pathway 3 Plan Verification Fee 

Schedule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경로 3 계획 확인 수수료 Pathway 3 Plan 

Verification Fee 

1군(미달

러화) 

USD Tier 

1 

2군(미달

러화) 

USD Tier 

2 

3군(미달

러화) 

USD Tier 

1 

$100 $75 $55 
 

 

1군 국가 안도라,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레인, 벨기에, 버뮤다, 브루나이, 캐나다, 

케이맨 제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포클랜드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과들루프, 괌,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타, 마르티니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산 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마틴, 스웨덴, 스위스, 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아랍 에미리트, 영국, 미국, 

버진 아일랜드(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미국령) 

2군 국가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리즈,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쿡 제도, 

코스타리카, 큐라소,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가봉, 그루지야,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코소보,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북마케도니아, 몰디브,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몬트세라트, 모로코, 

나미비아, 북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마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에스와티니, 태국, 동티모르,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3군 국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 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 

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마셜 군도, 모리타니, 몰도바, 모잠비크, 미얀마(버마),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푸아 뉴기니, 

콩고 공화국, 르완다, 사모아, 세네갈, 시에라 리온, 솔로몬 군도, 소말리아, 

남수단공화국,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토고, 통가,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서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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