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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LC 은퇴 상태 

IBCLC Retired Status (Korean) 

 

은퇴 후 IBCLC 커뮤니티에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IBCLC 은퇴 상태는 

은퇴한 IBCLC가 IBLCE에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IBCLC로서의 서비스 기간을 인정하기 

위한 2021년부터 유효한 새로운 명칭입니다.   

IBCLC 은퇴 상태 정보 

• 이 상태는 인증 목적과 함께, 적극적으로 IBCLC의 활동을 하지 않고 실무로 돌아갈 

의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은퇴한 IBCLC는 IBLCE 브리핑 및 관련 통신물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 이 상태는 1회 수수료로 5년간 유지됩니다. 이러한 5년 동안, 은퇴자는 IBCLC로서 

실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력서에 또는 명함의 본인 이름과 자격증 아래 “은퇴한 IBCLC”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이름이나 서명 바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 

은퇴한 IBCLC 

다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이름, 은퇴한 IBCLC 

 

 

• 이러한 5년간의 잠재적인 상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IBCLC 은퇴 상태를 보유한 

후, 귀하는 IBCLC 인증 또는 IBCLC 은퇴 상태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 은퇴한 IBCLC는 우수하게 인증을 보유했으며  IBCLC를 위한 전문가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데 동의한 IBCLC를 위한 것입니다. 

• 이것은 IBCLC 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 인증 기관 위원회에서 인가한 

IBCLC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이 새로운 상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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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LC 은퇴 상태 신청  

지난 10년 이내 인증된 전 IBCLC를 위해 

2021 년부터 인증이 이미 만료된 전 IBCLC 는 이 새로운 상태를 신청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상태는 2010 년에서 2020 년 사이 만료된 인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청은 지금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인증이 만료된 IBCLC는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현재 인증된 IBCLC를 위해 

2021년부터 IBCLC는 그들의 인증이 만료한 해에 IBCLC 은퇴 상태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현재 IBCLC 및 IBCLC(2022년 9월 

30일까지 1회 제한적 예외)에 대한 신청은 지금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IBCLC는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신청 수수료 

 

IBCLC 은퇴 상태를 위한 1회 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귀하의 신청 제출 시 지급합니다. 

• Tier 1을 위해 $75 

• Tier 2을 위해 $50 

• Tier 3을 위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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