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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BLCE란? 

 

IBLCE®, 즉 모유수유 국제전문시험기관®은 국제인증 수유상담가®(IBCLC®) 자격을 

부여하는 독립적인 국제 자격 인증 기관입니다. 

 
 

A. 연락처 정보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IBLCE) 

10301 Democracy Lane, Suite 400   

Fairfax, Virginia 22030   

USA 

www.iblce.org 

 

IBLCE 에서는 오스트리아, 호주 및 미국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거주 

국가에서 운영되는 사무소에는 IBLCE 웹 사이트에 나온 연락처 정보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II. IBLCE에 경로 3 계획 제출 

 

경로 3을 통해 IBCLC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계획인 경우, 자격을 얻고자 임상 시간을 

축적하기 전에 경로 3 계획 조회 신청서를 IBLCE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로 3 계획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제를 위해 온라인 링크를 받으려면 거주 국가의 

IBLCE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북미, 중앙아메리카, 남미 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경우의 연락처: 

10301 Democracy Lane 

Suite 400 

Fairfax, VA 22030 

USA 

전화: +1 703-560-7330 

팩스: +1 703-560-7332 

이메일: iblce@iblce.org 

http://www.iblce.org/
mailto:iblce@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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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연락처: 

Theresiengasse 5/1/30 

2500 Baden 

Austria 

전화:  +43 (0) 2252 20 65 95(오스트리아 내) 또는 +43 2252 20 65 95(오스트리아 외) 

팩스: +43  2252 20 64 87 

이메일: eume@iblce.org 

  아시아, 호주 또는 유럽 사무소의 지원을 받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연락처:  

PO Box 1533 

Oxenford, Queensland 4210 

Australia 

전화: 07 5529 8811(호주 내) 또는 +61 7 5529 8811(호주 외) 

팩스: 07 5529 8922(호주 내) 또는 +61 7 5529 8922(호주 외) 

이메일: apaadmin@iblce.org 

III. 계획 조회 또는 거부 통지 

경로 3 계획 조회 또는 거부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될 것입니다. 

 
 

IV. IBCLC 시험 신청 

 

경로 3 계획이 검증된 개인은 시험 응시 신청 당시 관련된 모든 IBLCE 시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 3은 14개 보건학 교육 과목 이수, 90시간 수유 교육, 5시간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 외에 지원자들에게 최소 500 시간의 직접 감독 수유에 관한 임상 경험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감독 수유에 관한 임상 경험을 얻기 위한 계획은 

IBLCE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별표 *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 항목입니다. 아래의 

mailto:eume@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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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www.iblce.org를 방문해 경로 3 계획 안내서를 검토하십시오. 주의 

사항: 경로 3 계획을 제출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제출 수수료는 시험 

응시료와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요! IBLCE 시험은 경로 3 계획 조회 직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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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용 

조회 날짜        조회 번호  

   
 

 

 경로 3 계획 조회 신청 
 

성 이름   
 

거리 주소   
 

도시   주/도  

우편번호 국가  

직장 전화  자택 전화  

휴대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이메일   
 
 

 

 

________________

*다음 중 직접 감독 수유에 관한 임상 경험이 이루어질 환경은 어디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병원, 입원 환자 

 병원, 외래 환자 

 분만 센터 

 커뮤니티 클리닉 

 IBCLC 개인 사무실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 

 조산사 사무실  

 개인 간 모유 수유 지원 단체 

 기타 

임상 실습 환경 중 하나로 "기타"를 선택한 경우, 해당 환경에 대해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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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접 감독 수유에 관한 임상 경험이 이루어질 장소의 이름과 주소를 나열하십시오. 

IBLCE에서는 지원자들이 경로 3 멘토링의 일환으로 다양한 실습 환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소 이름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BCLC 멘토의 직접 감독 및 지도 하에 임상 실습 경험을 신청자의 시선 안에서 

물리적으로 수행하거나 안전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로 3 계획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모유 수유 임상 관리 시간의 몇 퍼센트가 시선 안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감독될 

계획입니까? 

 

 

모유 수유 임상 관리 시간의 몇 퍼센트가 안전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직접 감독될 

계획입니까? 

 

 

*국제인증 수유상담가의 실무 임상 역량에 나열된 책임 중 일부는 실제 임상 실습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과 관련됩니다. 실제 임상 실습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역량을 담당 

멘토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주제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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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석 멘토 정보 

 

*수석 멘토 이름  

 

*수석 멘토 이메일 주소  

 

*수석 멘토 주간 연락 전화번호  

 

*수석 멘토 IBLCE 식별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경로 3 계획 멘토 

 

멘토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멘토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BLCE 식별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든 멘토는 본 경로 3 계획 조회를 제출하기 전에 경로 3 멘토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담당 멘토가 경로 3 멘토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 귀하에게 제공했고 귀하는 

IBLCE의 요청을 받는 즉시 이러한 양식의 사본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o 예 

o  

 

*승인 및 증명 

본 신청서를 IBLCE에 제출함으로써, 저는 경로 3 계획 안내서를 읽었으며 이에 명시된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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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합니다 

 

 

 

 

 

 

 

 

 

경로 3 계획 조회 수수료 요금표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경로 3 계획 조회 수수료 

USD 1등급 USD 2등급 USD 3등급 

$100 $75 $55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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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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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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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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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iblce.org에서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시험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USD로 결제해야 하며 요금은 신청 당일의 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 카드 및 선불 신용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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