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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공지 

 

IBCLC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귀하는 COVID-19의 노출 또는 감염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손해, 손실, 청구 또는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타 방식으로 귀하의 IBCLC 시험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제기하는 모든 책임, 손실, 손해, 청구 또는 비용에 

대해 IBLCE, 그 관리자, 감독관,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대리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IBCLC 시험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타 손해, 손실, 청구 또는 비용에 대해 IBLCE와 그 관리자, 감독관,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들을 

대변하고 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안전과 다른 응시자 및 시험 센터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시험 센터에서 예정된 IBCLC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포기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I) 시험 예정일 전 14일 동안 COVID-19 증상 또는 

독감이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한 경우, (ii) 시험 예정일 전 14일 동안 COVID-19에 

양성 확진을 받은 경우, (iii) 시험 예정일 전 14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iv) 시험 예정일 전 14일 동안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 

IBLCE는 위의 4가지 요건, 또는 IBCLC 시험일까지 Prometric 웹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요건에 대해 긍정의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COVID-19의 증상을 보이는 개인에게는 

지정된 시험 센터의 출입을 금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IBCLC 시험에 응시하는 동안 귀하는 

필수 안전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IBLCE는 필수 안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을 

즉시 퇴장시킬 권리를 갖습니다. IBCLC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귀하가 위험 부담을 스스로 

지고 시험을 보는 것과, COVID-19의 전염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주지나 다른 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감독을 통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기밀로 진행되는 

IBCLC 시험에 성공적으로 액세스하려면 강력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확보되어야 

하며, 컴퓨터 장비가 IBLCE의 제 3자 시험 공급업체인 Prometric에서 정의한 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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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 합니다. IBLCE와 시험 공급업체 Prometric은 특별한 상황에서 실시간 원격 

감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발 빠른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시험을 치르는 곳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는 IBLCE 또는 Prometric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IBLCE 정책이 

적용됩니다. IBLCE와 Prometric은 로컬 인터넷 연결 또는 기타 로컬 컴퓨터 관련 문제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하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IBLCE 및 Prometric에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시험 목적으로 IBLCE가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문을 검토하십시오.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환자를 상대한 의료 및 보건 전문가는 

예외입니다. 

**여행 제한/격리 의무가 적용되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명령,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응시하려는 지역에서 현지 여행 제한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https://iblce.org/korea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