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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은 어떤 기관인가? (What is 
IBLCE?)  
 
IBLCE® 또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에게 
자격증명서를 수여하는 독립적인 국제 인증기관입니다. 
 

A. 연락처 정보 (Contact Information)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  
10301 Democracy Lane, Suite 400 
Fairfax, VA 22030-2545 USA 
전화: +1 703-560-7330 
https://iblce.org/ 
  

IBLCE는 다양한 지역의 사무소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자는 IBLCE 
웹사이트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귀하의 거주 국가를 담당하는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 COVID-19 상황으로 인해, IBLCE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IBCLC 인증 신청 및 
시험 관리와 관련된 추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증명 신청 또는 2022년도 IBCLC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경우 이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B. 주요 날짜 
 
신청 마감 기일 및 기타 중요한 주요 날짜에 대해서는 IBLCE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II. 인증의 목적  
 
목적: IBCLC 인증의 목적은 업무 표준을 준수하고 따라서 공공의 보호를 증진하는 
확립 기준을 충족하는 각 개인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는 인원수: IBCLC는 모유 수유 및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식별하는 
자격을 획득 및 유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정의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심리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985년부터 IBCLC 자격증은 IBCLC가 실무자로서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 전 세계 공중 보건 의무로서 모유 수유를 지원하고 이를 교육 
• 커뮤니티부터 정책 입안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
https://iblce.org/covid-19-resource-centr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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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장려  
• 가정에 최적의 모유 수유 경험을 제공 
• 수유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  

 
IBCLC는 엄마, 아기 그리고 가족이 그들의 모유 수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일합니다. 
 
발행된 마크: 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 발행되는 지명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및 
축약형인 IBCLC®입니다. 
 
IBCLC 인증 프로그램은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격증명서 취득을 원할 경우,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상업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 자격증명서를 취득한 
개인은 현재 업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장래 업무하고자 하는 직장을 관할하는 당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IBCLC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응시생은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에 따를 뿐 아니라 시험에 통과하여 본 
안내서에 개괄된 응시 자격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격 인증자는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 자격 인증자는 평생 교육 자체 평가(CE 자체 
평가) 및 필수 평생 교육 인정점수(CERPs) 75점 또는 이와 동등한 개인 CERP 획득 
또는 재시험을 통하여 재인증을 받을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IBCLC는 또한 이 일정 
안에 기초 생활 지원 교육을 완료하고 250시간의 수유 상담 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인증 필요 요건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BLCE 웹사이트의 자격증 재인증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자격이 만료된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인증자는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직후 1년 이내에 
임상 시간 및 교육 요건의 충족 의무 없이 시험에 응시할 1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그 뒤의 시험 응시에 대해서는 자격이 만료된 
응시자는 시험 신청 시에 유효한, 초회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II. IBCLC 시험 응시자격의 요건(Examination Eligibility 

Requirements) 
 
IBLCE에서는 모든 IBCLC 응시자가 선택한 경로와 상관없이 아래 IBCLC 자격 요건의 
주요 구성요소를 충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IBLCE의 WHO 규약 관련 운동이 IBLCE 브리핑에서 추가 정보와 함께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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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었지만,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WHO 규약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의무 교육 및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 개정 시행이 2022년 일반 자격증 소지자 커뮤니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BLCE는 IBLCE 이사회 및 직원을 대상으로 WHO 규약 의무 교육에 대한 정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IBLCE 브리핑 및 
해당 안내문의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 보건학 교육(Health Sciences Education) 
 
모든 응시자가 필수적으로 연수해야 하는 보건학 교육은, 주로 의료전문가들이 학위 
과정 중 택하는 과목들입니다.  
 
응시자는 보건학 교육 지침서에 서술된 14과목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공인된 의료전문직 목록에 포함된 전문직 교육을 받은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는, 정부 기관이 본 전문 분야를 임상 보건 전문 분야로 인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B.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 (Lactation Specific Education) 
 
수유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로 인증받기 위한 준비과정 중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응시자들이 IBCLC 상세 목차 개요 상에 열거된 모든 영역과 연령 
시기를 포함하는 범위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장려합니다. 새로운 IBCLC 세부 내용 
개요는 2023년부터 발효됩니다. 이 가이드에는 2022년까지의 시험을 위한 현재의 
세부 내용 개요와 2023년 이후에 유효한 세부 내용 개요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은 현재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인가 또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유 교육을 제공하는 어떤 
특정된 프로그램이나 코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특별 교육 
 
수유 전문 교육 90시간에 추가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섯(5) 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시간이 수유 및 수유 관리에 관계된 것이면 더 좋겠지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객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듣고 
감정적으로 지원하고 고객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조해야 
하는 IBCLC로서, 커뮤니케이션은 IBCLC 상세 내용 개요 (2022년까지) (2023년 이후)및 
실습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IBCLC 상세 내용 개요는 응시자와 자격증 소지자가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www.iblce.edu.au/documents/HealthSciencesEducationGuide.pdf
http://www.iblce.edu.au/documents/RecognisedHealthProfessionsList2012.pdf
http://www.iblce.edu.au/documents/KOREANBlueprint2011.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7/IBCLC-Detailed-Content-Outline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2/02/2023_IBCLC_DCO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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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경청 
• 예상 안내 
• 간호 계획 작성 및 공유 
• 문서화 
• 어머니 및 가정 교육 
• 전문가, 동료 및 학생 교육 
• 모유 수유 기간 연장 
• 정서적 지원 
• 권한 부여 
• 집단 지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일반 커뮤니케이션 과정(예: 모유 수유 관리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과정)도 허용됩니다. 
 

•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초 
o 커뮤니케이션 모델, 구두적/비구두적 메시지 체계, 
커뮤니케이션 관계 분석을 강조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원칙 

• 건강 커뮤니케이션 
o 소비자와 공급자, 가정, 건강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맥락을 
고려하여 건강과 관련된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봅니다.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인지와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특별히 초점을 둡니다. 

• 소비자-공급자 간 건강 커뮤니케이션 
o 상관적 건강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실습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 간호 제공,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위험 관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개인적 및 심리사회적 행복 증진에 
있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건강 과학 교육 지침 과정은 건강 과학 요건 및 커뮤니케이션 특별 교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커뮤니케이션 수업 활용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14개 건강 과학 과정에 포함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 요건을 위한 다른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사항: 대중 연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산업 또는 직업 심리학 
관련 과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http://www.iblce.org/


 

 
8 

IBLCE Candidate Information Guide – Korean  
2022년 8월 업데이트됨 
 

 
Copyright © 2019-2022,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All rights reserved. 

 
www.iblce.org 

 
 

C.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경험 (Lactation Specific Clinical 
Experience) 

 
모든 응시자는 관련 임상 경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상 기술은 주요 지식 분야이며 
수유 상담가로서 성공적인 실무에 중요합니다.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경험은 모자 간호, 즉 수유모 가족을 지지하는 활동, 임산부와 
수유모를 위한 수유 보조, 가족 및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유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보고되는 모든,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경험은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응시 
자격 경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임상경험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관련 임시 지침은 본 안내문 2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응시자는 수유 및 수유 관리를 지지하는 역할에 있어 광범위한 경험을 갖출 것이 
장려되는데, 그 범위는 임신 전 여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아기의 이유기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다양한 종류의 임상 기술을 소지해야 합니다. IBCLC 시험은 IBCLC 상세 
목차 개요 (2022년까지) (2023년 이후)상에 열거된 분야 지식의 응용을 평가합니다.  
 
실제 실무와 수유 및 수유 관리 제공이 요구됩니다. 수유 관련 실무자의 관찰 또는 
추적은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임상 경험은 직접 상담,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수유 또는 수유 관리를 포함합니다. 
 
D. IBCLC를 위한 전문가 행동 강령 준수 (Adherence to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IBCLCs)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 및 수반되는 절차는 IBLCE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령의 목적은 IBCLC를 위한 전문가 
행동을 정의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IBCLC 응시자(IBLCE 인증되지 않음)는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계류 중인 징계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러한 윤리 및 
징계(E & D) 문제가 계류 중인 동안 IBCLC 시험을 신청하고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E&D 문제가 종료되고, 근본적인 E&D 문제와 최종 제재가 검토되면, 
IBLCE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응시자가 IBCLC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IV. IBCLC 시험 응시 자격의 경로  

 
IBCLC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해서는 상기 명시된 주요 자격 구성요소를 충족할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응시자는 IBCLC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해 다음 경로 중 

http://www.iblce.org/
http://www.iblce.edu.au/documents/KOREANBlueprint2011.pdf
http://www.iblce.edu.au/documents/KOREANBlueprint2011.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7/IBCLC-Detailed-Content-Outline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2/02/2023_IBCLC_DCO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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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는 증명을 통해 모든 응시자의 보건학 교육 
배경,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의 최소 95시간 이수, 커뮤니케이션 특별 교육 다섯(5) 
시간 이수뿐 아니라 관련 임상경험 및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경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IBCLC로 실무를 진행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추가 정보는 IBL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경로 1: 공인된 의료 전문직이나 공인된 모유 수유 지원 
상담가 (Pathway 1: Recognised Health Professionals and 
Recognised Breastfeeding Support Counsellors) 

 
경로 1을 택하는 IBCLC 응시자는 공인된 의료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공인된 모유 수유 지원 상담가 기관 목록에 열거된, 적절한 감독을 받는 환경을 통해 모유 
수유 지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공인된 모유 수유 지원 상담가 기관을 
통해 모유 수유 지지를 제공하는 응시자의 경우, 보건학 교육 가이드에 명시된 14개 
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경로 1 응시자들은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시험 응시 직전 오 년 기간 내에, 95시간 이상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o 이 교육의 다섯(5) 시간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다섯 시간이 수유 및 수유 관리에 관계된 것이면 더 
좋겠지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응시 직전 오 년 기간 내에,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 업무를 적절한 
감독을 받는 환경 내에서 최소 1,000시간 수행해야 합니다.  

3. 임상 실무는 다음을 포함해 적절한 감독을 받는 환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o 병원 
o 출산원 
o 지역사회 클리닉 
o 수유 케어 클리닉/실무 
o 주요 케어 실무자의 실무/사무소 

4. 임상 실무는 건강 관련 기관이 아닌 곳에서 면허/등록된 의료 
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실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5. 임상 실무의 경우, 공인된 모유 수유 지원 상담가 기관의 모유 수유 지원 
상담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환경에서 임상 시간을 
획득해야 합니다.  
o 모유 수유 및 수유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포함해 소속 
상담가를 위한 구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o 윤리 강령 또는 전문가 행동 강령을 갖춤 
o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비롯해 상담가에 대한 구조적인 감독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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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담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6. 주의사항: 2022년 1월 1일부터 IBLCE 공인 수유 지원 상담가 단체에 
소속된 응시자는 임상 시간을 시간별 기준으로 획득합니다. 더 자세한 
관련 정보는 IBLCE 웹사이트에서 IBLCE 공인 수유 지원 상담가 단체를 
참조하십시오. 

7. 공인된 의료 전문가 또는 공인된 지원 상담가 기관의 모유 수유 지원 
상담가인 것과 관계없이 1,000시간은 직접적으로 감독받지 않아도 
됩니다. 

8. 증명을 포함한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COVID-19로 인한 임시 지침은 본 안내문의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경로 2: 공인된 수유 학술 프로그램 (Pathway 2: Accredited 
Academic Programmes) 

 
경로 2 IBCLC 응시자는, 보건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 CAAHEP) 또는 수유 학술 프로그램에 
대해 동일한 공인 표준을 갖춘 다른 공인 기관에서 공인하는 인체 수유와 모유 수유에 
대한 포괄적인 학술 프로그램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수유 학술 프로그램은 대학 또는 칼리지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 및 임상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학술 프로그램 이수 완료 전에 선행 교육으로서 또는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서 보건학 교육을 요구합니다. 
 
경로 2를 택한 모든 응시자는 그들의 수유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시험 응시 직전 오 년 기간 내에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을 최소 95시간 
받아야 합니다 

o 이 교육의 다섯(5) 시간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다섯 시간이 수유 및 수유 관리에 관계된 것이면 더 좋겠지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응시 직전 오 년 기간 내에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수유와 연관된 업무를 
최소 300시간 수행해야 합니다. 

o 응시자를 직접 감독하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인증자격증이 
유효하며, 평판이 양호한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이어야 합니다. 

3. 증명과 함께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COVID-19에 따른 임시 지침은 본 안내문의 24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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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2를 택하는 IBCLC 응시자들은 위의 공인 수유 학술 프로그램을 시험 응시 직전 오년 
기간 이내에 완료한 자라야 합니다. IBLCE 웹사이트에서 적격 경로의 최신 목록 검색에 
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공인 상태에 대한 문의 사항은 프로그램 제공자에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C. 경로 3: IBCLC와의 멘토십(Pathway 3: Mentorship with an 
IBCLC) 

 
경로 3 멘토십은 사전 승인되어야 하는 응시자와 IBCLC 간의 구조적으로 정의된 
관계입니다. 멘토 지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로 3 계획안 승인 지침서(Pathway 3 Plan 
Guide)’에 명시된 대로 멘토 지도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며, 멘토의 역할을 담당할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로 3 계획안은 이 
경로를 위한 임상 시간을 획득하기 전에 신청 과정(수수료 포함)을 통해 IBLCE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로 3을 택하는 응시자는, 보건학 교육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자라야 합니다. 

1. 시험 응시 직전 오 년 기간 내에,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을 최소 95시간 
받아야 합니다. 

o 이 교육의 다섯(5) 시간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다섯 시간이 수유 및 수유 관리에 관계된 것이면 더 
좋겠지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응시 직전 오 년 기간 내에, ‘경로 3 계획안 승인 지침서(Pathway 3 Plan 
Guide)’에 명시된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업무를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최소 500시간 수행해야 합니다. 

o 응시자를 직접 감독하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인증자격증이 
유효하며, 평판이 양호한 국제인증수유상담이어야  합니다. 

3. 증명과 함께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COVID-19에 따른 임시 지침은 본 안내문의 24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경로 3 계획안 (Pathway 3 Plan Guide)’는 IBL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시험 응시자에게 중요한 출판물 (Important Publications for 
Examination Candidates) 
 
IBCLC 시험 응시자는 아래의 출판물들을 정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출판물들은 
IBL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step-1-prepare-for-ibclc-certification/lactation-specific-clinical-experience/pathway-2-accredited-academic-programs/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6/2020_05_18_Pathway-3-Plan-Guide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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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CLC 상세 내용 개요  (2022년까지) (2023년 이후) 
➢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실무를 위한 임상 역량 
➢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자격자의 실무 범위 
➢ IBLCE 징계 절차 
➢ (응시자 정보 안내문 및 재인증 안내문에 명시된) IBLCE 상소 방침 및 양식 
➢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 

 
VI. 시험 응시 절차 (Applying to Sit the Examination) 

 
A. 본인에게 적합한 경로 선택 (Choose Your Pathway) 
 
본인에게 해당하는 응시 자격 경로를 일단 결정한 후, 응시자는 이 안내문 끝에 있는 
경로 체크목록과 대조하면서 그 경로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서류 
감사 대상이 될 경우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B. 온라인 응시 완료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방법은 IBLCE에서 시험을 제공하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가능합니다. IBLCE 웹사이트를 방문해 언어를 찾습니다.  
 
C. 시험 비용과 지불방법 (Fees and Payments) 
 
시험 비용과 지불방법 선택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 안내문의 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 IBCLC 시험 개요 (IBCLC Examination Overview) 
 
시험은 175개의 다지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각 문제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으며 
오답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하는 것이 응시자에게 유리합니다. 
시험은 두 부분으로 제시되며 파트 2의 대부분 문제는 그림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표준 IBLCE 시험은 1부와 2부 사이에 오(5) 분의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네(4) 시간 이 
소요됩니다. 시험이 주 사용 언어로 제공되지 않음을 증명한 응시자에게 삼십 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IBCLC 시험은 IBCLC 상세 내용 개요(2022년까지) (2023년 
이후)에 설명된 지식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 시험 장소 (Examination Sites)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전 세계에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CBT)을 제공합니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7/IBCLC-Detailed-Content-Outline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2/02/2023_IBCLC_DCO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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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NEW-Disciplinary-Procedures_KOREAN.pdf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7/IBCLC-Detailed-Content-Outline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2/02/2023_IBCLC_DCO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2/02/2023_IBCLC_DCO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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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CE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2020-2022년 IBCLC 시험 
운영을 위해 실시간 원격 감독(LRP)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2023년 이후 IBCLC 시험에 
LRP를 사용할 경우 추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LRP는 테스트 공급업체에서 현재 
제공하는 유일한 언어가 영어이므로 해당 언어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2020년 IBLCE는 당시 시험 협력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언어인 
영어로 실시간 원격 감독 시험을 제공했습니다.  2022년 시험 양식에 대한 정보 및 
업데이트는 IBLCE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리적인 이유로 CBT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임시 CBT 시험 장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험 센터 
위치는 시험 응시 전 확인할 수 있으나 IBLCE의 이용 가능한 시험 센터 목록은 
정기적으로 변경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 센터 가용성은 응시와 시험 일정 예약 
시점에 가장 정확합니다. IBLCE에서는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되면 이메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이 알림을 받자마자 일정을 예약하면 선택한 시험 센터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F. 시험 보안 및 사건 검토 프로토콜 (Examination Security and 
Incident Review Protocols) 

 
IBCLC 시험은 시험과 IBCLC 자격증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시험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IBLCE 시험 운영은 보안 및 기밀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IBLCE에서는 시험 이후 필요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해당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험 운영 중 사건을 검토합니다. 
 

G. 합당한 편의 제공 (Reasonable Accommodations)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신청자와 의논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문제나 
신체장애에 대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IBCLC 시험 신청서에는 응시자가 
합당한 편의 제공을 원하는지 또는 시험 중 개인적인 의료 품목이 필요한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BLCE는 응시자와 협력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의학적 
상태 및 장애에 대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IBLCE 직원이 응시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응시자는 
30영업일 이내에 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즉시 제출하면 타사 테스트 
공급업체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예약할 때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 임산부 응시자를 위한 특기 사항 (Special Note for Pregnant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covid-19-resource-centr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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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s) 
 
건강상의 문제가 수험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응시자는 가능한 한 빨리 
IBLCE에 통지해야 합니다.   
 
 
 

I. 시험 중 모유 수유 (Breast/Chestfeeding during Examination 
Administration)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은 수유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모유 수유를 하는 응시자들에게 IBCLC 시험 중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시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이러한 참작은 응시자가 시험 도중 모유 수유 또는 모유를 유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험원의 시험 보안을 확고하게 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의 첫 번째 파트 종료 후 모유 수유 또는 유축을 위한 
휴식 시간이 허용되나 추가 시험 응시 시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 
또는 유축 중인 응시자를 포함한 모든 시험 응시자는 시험의 첫 번째 파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첫 번째 파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시험 중 모유 수유 휴식시간이 필요한 응시자는 IBLCE 웹사이트에 있는 시험 중 모유 
수유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J. 비-주요 언어 (Non-Primary Language) 
 
IBCLC 시험은 여러 언어로 번역됩니다. 주 사용 언어가 IBCLC 시험이 번역되는 
언어가 아닌 IBCLC 접수 시 증명된 응시자 및 자격자의 경우, IBLCE는 30분의 추가 
시험 시간을 제공합니다. 
 

VII. 비밀보장 방침 (Confidentiality Policy) 
 
A. 기밀에 대한 약속 (Commitment to Confidentiality) 
 
IBLCE는 응시자와 자격증 소지자, 시험개발과정 및 시험 내용의 기밀사항을 
보호합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문서로 공증받거나 법적인 이유로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응시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B. 시험결과 (Examination Results) 

 
개인 시험결과는 기밀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시험점수는 사전에 점수공개에 대한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breastfeeding-breaks-procedures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breastfeeding-breaks-procedures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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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시자 당사자에게만 공개됩니다. 점수공개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시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가 최초 자격증 시험 
혹은 재인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개인정보는 기밀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C. 신청서 지원상황 (Application Status) 
 
개인의 지원상황은 기밀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개인의 
자격증 취득 지원여부 혹은 시험 응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격증 취득 상황은 자격증 증명 부분의 방침에 따라 공개될 것입니다. 
 

D. 자격증 증명 (Credential Verification)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들의 이름은 기밀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IBLCE에 의해 
발표될 수 있습니다. 발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거주 도시, 주, 나라 그리고 자격증의 
현재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의 온라인 등록명부는 공개됩니다. 
이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자격증 소지자에게서 서명을 받았다는 문서증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 비식별 처리 데이터 (De-identified Data) 
 
IBLCE는 IBLCE 연구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수집된 비식별 처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시험 결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식별 
처리 데이터의 조합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사전에 허가받은 설문지와 질문 문항들을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F. 시험 응시자 (Examination Candidates) 
 
IBLCE 시험 응시자들은 IBLCE 시험 질문 또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이든 시험 이전, 도중 또는 이후 언제이든 상관없이 전송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러한 금지 사항을 지키지 못하거나 위반 의심 사항 또는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한 모든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BLCE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점수 취소나 인증 취소 및/또는 형사 기소를 포함해 응시자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 전문가 행동 강령 불만 사항과 관련된 IBLCE 징계 절차 

(IBLCE Disciplinary Process related to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Complaints) 

 
전문가 행동 강령 불만 사항과 관련된 IBLCE 징계 절차는 기밀로 간주됩니다.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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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항 및 행동 강령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징계절차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절차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VIII. 최초 응시자 및 재인증 서류심사 방침 (Initial Candidate and 
Recertification Audit Policy) 
 
IBLCE 는 최초 시험 응시서류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를 심사합니다. 이러한 심사는 
표준식 및 무작위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응시자나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적시에 요청받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IBCLC 시험 응시가 지연 또는 거부되고/또는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 조치가 시작되고/또는 
인증 재신청 기회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및 무작위 방식의 서류심사 외에도, IBLCE 는, 응시자와 자격증 
재신청자에게 교육 및 취업의 증빙 또는 최초 자격 또는 재인증 요건의 증빙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또한 IBCLC 시험 응시의 지연 또는 거부 및/또는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에 따른 징계 조치 및/또는 자격증 재응시 기회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X. 시험 응시 자격 통지 (Notification of Examination Eligibility) 
 
시험을 볼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이메일로 시험 응시 
자격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와 함께, 시험장소와 시험절차에 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응시 자격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분들 역시 이메일로 통지를 받게 
되며, 시험료의 일부를 환불받게 됩니다. 
 

X. 응시 자격 또는 재인증 결정에 대한 상소 방침 (Policy for 
Appealing an Eligibility or Recertification Decision) 
 
IBLCE는 IBCLC 자격자 및 응시자의 불리한 인증 자격 또는 재인증 결정 상소를 
검토합니다. 불리한 결정은 다음 사유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IBLCE에서 인증 
또는 재인증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거나 2.) 실제적인 오류가 근본적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code-of-professional-conduct-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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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초과는 합당하고 증명된 특별한 상황에 한해 상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소하고자 하는 자격자 또는 응시자는 상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관련된 요건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은 응시자/인증자 또는 직계 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각한 부상, 직계 
가족의 사망,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는 현재 진행형인 군사적 의무에 관련된 
변경사항에 한합니다. COVID-19로 인해 2022년에는 추가적으로 비상 상황에 응시자 
및/또는 파트너/배우자의 실직, 응시자 또는 직계 가족의 COVID-19 관련 건강 문제, 
그리고/또는 COVID-19로 인해 대중 장소 방문이 염려되는 경우 등의 COVID-19 관련 
문제가 포함됩니다. 
 
CERP에 의해 시험을 볼 자격 또는 재인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자격자 
또는 응시자는 IBLCE에서 통지합니다. 모든 상소는 비자격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BLCE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는 IBLCE 상소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회는 작성된 상소 양식과 제출된 증빙 
정보를 함께 고려합니다. 상소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자격자 또는 응시자는 IBLCE 
상소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임을 인정합니다. 
 

XI. 시험 철회/취소  (Examination Withdraw/Cancellation) 
 
응시자가 본인이 응시하고 수락된 IBCLC 시험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및/또는 IBCLC 
시험을 치르겠다는 예약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일부 환불을 받으려면 응시자는 
반드시 게시된 기한까지 IBLCE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게시된 기한이 지나면 
IBCLC 시험을 철회/취소하는 응시자에게는 일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서면으로 
기록된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만 IBLCE에서 응시료를 다음 시험으로 연기하는 사유로 
허용됩니다. 자세한 추가 정보는 IBLCE 웹사이트의 IBCLC 시험 철회/취소 
방침(IBCLC Examination Withdrawal/Cancellation Poli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IBLCE는 2022년에 추가적으로, 게시된 기한까지 비상 
상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액 환불 요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BL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XII. 시험 일정 재조정 방침 (Examination Rescheduling Policy)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IBLCE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한까지 일정 예약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가 지나면 응시자는 일정 재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7/2020_July_16_DOC_eligibility_recertification_appeals-form_ENGLISH_FINAL_KOREAN1.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6/2021_May_17_IBLCE_Withdrawal-Cancellation_Policy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6/2021_May_17_IBLCE_Withdrawal-Cancellation_Policy_KOREAN.pdf
https://iblce.org/covid-19-resource-centr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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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특별한 경우 하에서만 일정 재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BLCE는 이러한 
일자 이후 예약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경우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재조정에 
대한 이러한 결정은 IBLCE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성공적으로 일정을 재조정하게 되면 일정 재조정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응시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험 응시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시험 응시자는 
본인이 수락된 시험에 대해서만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XIII. 시험장 입실 절차 및 응시자 행동 (Examination Admissions 
Procedures and Candidate Conduct)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응시자는 두(2) 개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분증은 유효하고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응시자의 이름, 
최근의 사진 및 서명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신분증에는 응시자의 성명과 서명 또는 
응시자의 이름과 최근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신분증은 다음 정부 발행 ID 중 하나여야 합니다. 

o 사진이 있는 운전 면허증 
o 사진이 있는 국제/국가/지역/지방 정부 발급 신분증 
o 사진이 있는 여권 
o 사진이 있는 군대 신분증 
o 그린 카드, 영주권 카드 또는 사진이 있는 비자 

 
두 번째 종류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응시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이름과 최근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두 번째 신분증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o 신용카드 (실시간 원격 감독 * 에는 허용되지 않음) 
o 사회보장 카드 (실시간 원격 감독 * 에는 허용되지 않음) 
o 학생증이나 사원카드 
o 전문 면허증 
o 건강 보험증 

 
*LRP는 현재 타사 테스트 공급업체가 영어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에 해당하는 신분증 두 개가 없는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날짜 전에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연락을 취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ID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IBLCE 소유 파일에도 동일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름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해야하는 응시자는 시험 승인 이메일에 나열된 기한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과 함께 IBLCE에 연락해야합니다.. 단, 시험 체크인 시 ID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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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시자는 시험 장소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도착하기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간보다 30분 먼저 시험 장소에 오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응시자들에게 필수등록 
절차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험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도착한 응시자들은 입실이 거부되며, 시험 응시료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 당일 등록하러 오지 않는 응시자도 시험 비용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게시된 기한까지 일정을 예약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시험 
응시료는 환불받지 못합니다. 

 
시험장에는 한 명 이상의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이 감독 및 감시할 것입니다. 
응시자는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이 설명하는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규칙은 시험에 방해가 되는 점들을 가능한 방지하고 모든 응시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마련됐습니다.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시험 중에는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시행 중,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은 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시험실을 감시할 것입니다.  
 
응시자들은 시험 중 또는 휴식 시간에 시험 센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험 센터를 
벗어나는 것은 시험으로부터의 즉시 방출로 이어집니다. 

 
응시자는 시험 도중 또는 시험 응시 중의 모든 휴식 시간 도중 모바일/휴대폰 또는 
전자 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중 또는 휴식 시간에 그런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응시자는 퇴실당하며 시험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휴대 전화 또는 전자 기기를 시험 장소에 가지고 오는 응시자들은 틀림없이 
전원을 완전히 끈 후에(무성/무음으로 해두는 것도 안 됨)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응시자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는 
시험감독관/IBLCE 감독관이나 IBLCE 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진행에 관한 질문은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이 오리엔테이션 때 답을 해줄 것입니다. 시험내용에 
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은 시험문제의 
해석이나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으며 발각될 경우, 
IBLCE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점수 취소나 인증 취소 및/또는 형사 기소를 포함해 
응시자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내서에 명시된 비밀 보장 방침과 같이 응시자는 시험을 치룬 후에 시험 문제에 
관하여, 같이 시험을 치른 응시자라 해도, 다른 누구와도 의논하면 안 됩니다.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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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응시자가 시험 센터에 도착하면 시험 센터 규정에 동의를 구합니다. 
응시자가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 비용에 대한 환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성적은 무효화 및/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객관식으로 시행됩니다. 응시자는 컴퓨터로 질문을 보고 답변합니다.   
 

XIV. 시험결과 통지 (Examination Results Notification) 
 
정식 시험 결과는 응시 후 2~3개월 내에 응시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합격자는, 
시험 점수 기록과 함께,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의 보안상 
이유로 IBLCE는 시험 이후 개별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XV. 수작업 채점 신청을 위한 방침  (Policy on Requesting a Hand 
Score) 
 
지필고사로 치러진 경우, IBLCE 시험 채점은 응시자의 답안지에 대한 광학 스캐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컴퓨터-기반 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답안이 컴퓨터에 의해 
IBLCE가 제공하는 정답지와 대조되어 평가됩니다. 자신의 시험 채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응시자는 답안지에 대한 수작업 확인 또는 컴퓨터-
기반 답안의 재채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작업 채점 신청은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작업 채점 신청서는 IBLCE 웹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 채점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응시자의 시험이 부정확하게 채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XVI. 시험결과에 대한 상소 방침(Policy on Appealing an 
Examination Outcome)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시험 응시자가 불리한 자격증 합격 여부를 상소할 경우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상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시험을 볼 
때 행정상 적절치 못할 절차가 있었을 경우, 또는 (2) 응시 환경이 시험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악조건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1) 
합격점수에 대한 확인, (2) 시험 또는 개인적인 시험 항목, (3) 시험문항의 타당성. 모든 
시험 결과 상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상소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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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을 개시하려면 시험 결과 상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 결과 상소는 
시험 결과가 배부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를 평가할 때 IBLCE에서는 작성 완료된 상소 양식 및 상소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뿐 아니라 추가 관련 정보를 고려합니다. 상소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자격자 또는 
응시자는 IBLCE 상소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임을 인정합니다. 
 

XVII. 재시험 방침 (Examination Retest Policy)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서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재응시자는 성적표를 세심히 검토하고 자신이 
부족했던 영역의 교육을 완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응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필수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시험 지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시험 방침의 타당성은 응시자가 시험을 다시 응시하기 
전에 부족한 분야를 제대로 해결할 것이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IBCLC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는 최초 불합격 이후 세 번의 시도 
또는 최대 3년까지 50% 할인된 재시험 응시료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초 및 재인증 시험 모두의 응시자는 할인율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XVII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등록(대장) (IBCLC Registry)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현재 활동 중인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이름을 공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록 명부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IX. 비차별 방침 (Non-Discrimination Policy) 
 
IBLCE에서는 모든 활동 또는 운영에서 기타 인종, 피부색, 종교, 종파, 젠더,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 민족, 나이, 출신 국가, 혈통, 정치적 신조, 장애/비장애, 
결혼 여부, 지리적 위치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미국 또는 버지니아주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타 근거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IBLCE는 
IBLCE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과 IBLCE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포괄적이며 환영하는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XX.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등록상표 사용방침 (IBCLC 

Trademark Use Policy)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은,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s)인 International Board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7/2020_Jul_16_DOC_exam-outcome-appeals-form_ENGLISH_FINAL_KOREAN1.pdf
https://iblce.org/public-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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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및 IBCLC 로고(“마크”)를 포함하여, 특정된 명칭, 
등록상표, 및 로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시험에 합격한 후,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인증(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이 本 마크들(the “Mark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本마크들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등록상표 사용 방침(IBCLC Trademark Use Policy) 및 IBL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시된 조건(약관)에 따라서 활용돼야만 합니다. 
 

XXI. 무작위로 서류 심사에 선택될 경우 경로 체크 목록 (Pathway 
Checklist if Randomly Selected for Audit) 

 
다음 체크 목록은 응시자가 서류심사에 선택될 경우 필요한 요건 및 서류를 
개괄합니다. 
 

A. 경로 1: 공인 의료 전문가 및 공인 모유 수유 지원 상담가 
 

 보건학 교육과정: 총 14과목을 완수함 
o 공인된 의료전문직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전문직에 
관계된 자격증, 등록증, 성적표, 졸업장, 혹은 학위증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14과목 완료가 증명됩니다. 

o 공인된 의료전문직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은, 14과목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나 증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 총 95시간의 교육을 완수함 
o 95시간의 교육을 증명하는 증서나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특별 교육 포함: 다섯(5) 시간 교육 이수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업무: 최소 1,000시간을 완수함 

o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업무의 시간 및 시간대와 임상시간을 
획득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시자는 임상 시간의 
증거로 웹사이트에서 수유용 진료 시간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 경로 2: 공인 수유 학술 프로그램 
 

 보건학 교육과정: 총 14과목을 완수함 
o 공인된 의료전문직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전문직에 
관계된 자격증, 등록증, 성적표, 졸업장, 혹은 학위증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14과목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8/2021_IBLCE-Trademark-Policy_FINAL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9/12/September_2019_FINAL_Lactation-Specific-Clinical-Practice-Calculator-1_KOREAN.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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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인된 의료전문직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은, 14과목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나 증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아래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공인 수유 학술 프로그램(승인 기관 웹사이트에 공인 
경로 2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명시된)을 완료한 자: 
o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 95시간 

• 커뮤니케이션 특별 교육 포함: 다섯(5) 시간 교육 이수 
o 일대일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 업무 

300시간 
 학술 프로그램을 완료한 증거로 성적표, 증서 혹은 모유 수유 학술 프로그램 
원장의 편지 사본을 제출합니다. 

 
C. 경로 3: IBCLC와의 멘토십 

 
 IBLCE 의 승인을 받은 경로 3 계획안을 IBLCE 사무소에 제출하여 보관합니다. 
 보건학 교육과정: 총 14과목을 완수함 

o 공인된 의료전문직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전문직에 
관계된 자격증, 등록증, 성적표, 졸업장, 혹은 학위증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14과목 완료가 증명됩니다. 

o 공인된 의료전문직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은, 14과목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나 증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 총 95시간의 교육을 완수함 
o 95시간의 교육을 증명하는 증서나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특별 교육 포함: 다섯(5) 시간 교육 이수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업무: IBLCE 시험원의 승인을 받은 경로 3 계획안에 
따라, 일대일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임상업무를 최소 500시간 완수함. 
o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업무의 시간 및 시간대와 임상시간을 
획득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시자는 경로 3 계획 
가이드에 제공된 출입시간 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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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 2022년 6월 업데이트된 경로 1, 2 및 3 임상 실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관한 임시 안내문        
 

A. 관련 배경  
 
국제 모유 수유 상담가 시험원(The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은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자격 취득자 실습 범위(공개 
및 시행일: 2018 년 12 월 12 일),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전문가 행동 강령(2011 
년 11 월 1 일 시행, 2015 년 9 월 개정),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임상 업무 
역량(공개 및 시행일: 2018 년 12 월 12 일) 등을 포함하는 국제 모유 상담가 실습 지침 
문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를 이전에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접근성과 특히 COVID-19 팬데믹 발생 포함)로 2020 년 4 월 17 일 IBLCE 
는 경로 1 및 2 임상 실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관한 임시 안내문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임시 안내문은 IBCLC 경로 1(인증된 보건 전문가 또는 인증된 수유 
지원 상담 전문가 단체) 및 경로 2(인증된 수유 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수유 특정 임상 
실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관련하여 IBLCE 이해 당사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IBLCE 는 경로 3(IBCLC 와의 멘토링)과 
관련하여 적절한 때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IBLCE 는 2020년 5월 14일 업데이트된 경로 1, 2 및 3 임상 실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관한 본 임시 안내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20 년 4 월 
17 일에 발행된 이전의 임시 안내문을 대체합니다. 이 업데이트된 버전에는 경로 3에 
대한 안내문이 추가되었습니다. IBLCE 는 2020 년 10 월 6 일, 실질적인 변경 없이 이 
임시 안내문 기간을 2021 년 9 월 30 일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와 
COVID-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에 따라, IBLCE는 이 임시 지침의 기간을 2022년 
9월 30일로 연장했으며, 참고 목록(부록 A)을 2021년 8월 업데이트된 임시 지침으로 
추가했습니다. 2022년 6월 IBLCE는 이 임시 지침의 기간을 2023년 9월 30일로 
연장했으며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B. 주요 서언 
 

1. IBLCE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 준수 

경로 1, 경로 2, 또는 경로 3 을 통해 IBCLC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는 
응시자와 임상 실습을 감독하는 IBCLC 멘토는 IBLCE 의 원격 진료 자문 
의견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는 경로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7/05/code-of-professional-conduct.pdf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12/clinical-competencies-2018.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12/clinical-competencies-2018.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4/2020_April_IBLCE_Advisory_Opinion_Telehealth_FINAL.pdf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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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경로 2, 또는 경로 3 을 통한 IBCLC 수유 특정 임상 실습 관련 기술 
사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상 감독을 하는 IBCLC 자격 
인증자는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자격 취득자 실습 범위(공개 및 
시행일: 2018 년 12 월 12 일),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전문가 행동 
강령(2011 년 11 월 1 일 시행, 2015 년 9 월 개정),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s) 임상 업무 역량(공개 및 시행일: 2018 년 12 월 12 일) 등을 
포함하는 관련 IBCLC 실습 지침 문서뿐만 아니라 실습 관할 구역의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자문 의견서는 IBCLC 자격 인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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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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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 경로 2, 또는 경로 31을 
통한 IBCLC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뿐만 아니라 IBCLC 의 임상 
감독에도 적용되며, 본 임시 안내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되었습니다. 

 
 
2. 임상 감독에서 기술 사용   

 
임상 감독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공중보건 상황뿐만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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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IBLCE 는 IBCLC 응시자와 교육 기관 또는 임상 감독자 사이의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의 모든 법적 
또는 다른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IBCLC 의 개인적, 교육적, 실습상, 전문적, 계약상의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안내문 문서에 있는 어떤 내용도 각 IBCLC 자격 인증자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격성, 응시, IBLCE 인증에 관련한 모든 결정은 해당 IBLCE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는 IBLCE 가 발표한 자료 및 IBLCE 웹 사이트에서 명시한 대로 적용 가능한 조건 및 요구 
사항에 근거합니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7/05/code-of-professional-conduct.pdf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12/clinical-competencies-2018.pdf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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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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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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LCE에서 종합한 의료 업계 내 원격 
진료에 관한 동료 평가 자료 참조 목록은 부록 A에서 참조하십시오. 

 
 

3. IBLCE 임시 안내문과 경로 1, 경로 2 및 경로 3 의 관계   

 
본 문서는 경로 1, 경로 2 및 경로 3 와 관련한 IBLCE 의 기존 임상 실습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IBLCE 의 경로 1, 경로 2 및 경로 3 임상 
자격 요건을 기술을 활용하여 충족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IBLCE 임시 안내문과 IBCLC 응시자 정보 안내문의 관계(2022 년 3 월 개정) 

 
현재 전 세계적 유행병과 관련한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IBLCE 는 IBCLC 
응시자 정보 안내문 전체와 웹 사이트를 본 임시 안내문 문서 내용에 맞게 16 
개 언어로 신속하게 편집 및 번역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본 임시 
안내문은 응시자 정보 안내문과 함께 읽어야 하며, 응시자 정보 안내문에 
있는 정보가 본 문서에 있는 정보와 충돌하거나 응시자 정보 안내문에는 없는 
내용이라면, 본 임시 안내문의 정보를 따르도록 합니다. 

 

본 문서는 임시 안내문일 뿐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COVID-
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 임시 안내문을 기존에 안내한 2022년 
9월 30일에서 2023년 9월 30일로 연장합니다. IBLCE는 계속해서 COVID-19 
팬데믹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2023년에 업데이트 소식을 발표할 것입니다. 

 
 

C. IBCLC 인증 자격 경로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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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자격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IBCLC 요건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용이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IBCLC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여러 응시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집중 교육에 대한 추가 5시간을 포함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한 95 시간 수유 특정 교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 임시 안내문 문서는 경로 1, 경로 2 및 경로 3 의 임상 실습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D. 임시 안내문 
 

1. 경로 1과 수유 특정 임상 실습을 위한 기술 사용 

 
경로 1 은 응시자가 인증된 보건 전문가로서 실습을 하거나 인증된 모유 수유 
지원 상담 전문가 단체를 통한 모유 수유 지원을 제공하고, 시험 응시 전 5 년 
이내에 적절한 감독 환경에서 최소 1,000 시간의 수유 특정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로 1 임상 실습 시간은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 사용을 
허용합니다. 

 
• 임상 실습은 직접 감독이 필요하지 않는 적절한 감독 환경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7 페이지에서 추가로 정의). 적절한 
감독 환경으로 원격 진료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해 모유 수유 및 
수유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임상 시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인증된 모유 수유 지원 상담 전문가 단체의 모유 수유 지원 상담 
전문가는 IBLCE 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임상 실습 
시간을 획득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옵션으로 원격 진료 또는 다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2 년 1 월 1 일까지 주로 전화 
및/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12 개월당 250 시간의 고정 이수 
조건이 이러한 응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1000 시간의 
임상 실습을 충족하기 위해 고정률 시간 계산을 이용하는 자원 
봉사자 공인 모유 수유 지원 상담자의 경우, 케어의 모든 양식 
유형은 12 개월당 500 시간의 고정률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전화 
및/또는 온라인 케어에 대한 12 개월당 250 시간은 12 개월당 500 
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임상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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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간은 시간 기준으로 획득해야 하며 고정률 시간 계산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로 2와 수유 특정 임상 실습의 직접 감독을 위한 기술 사용  

경로 2 프로그램 학생은 직접 감독 수유 특정 임상 실습을 기술 플랫폼을 
통해 최소 300시간 중 최대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경로 3과 수유 특정 임상 실습의 직접 감독을 위한 기술의 사용  

경로 3 멘토링 프로그램 응시자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 직접 감독 수유 특정 
임상 실습의 최소 500시간을 100% 달성해야 합니다. 

 
부록 A:업데이트된 경로 1, 2 및 3 임상 실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관한 임시 안내문에 대한 IBLCE 참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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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파일럿 연구). JMIR Medical Informatics, 6(2). 
http://dx.doi.org/10.2196/medinform.9080 

Bashshur, R. L., Howell, J. D., Krupinski, E. A., Harms, K. M., Bashshur, N., & Doarn, C. 
R. (2016). The empirical foundations of telemedicine interventions in primary 
care(초진 시 원격 의료 개입의 실증적 기초). Telemedicine and e- Health, 22(5), 
342 – 375. https://doi.org/10.1089/tmj.20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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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are between providers and patients: systematic review(진료 
제공자와 환자 간의 초진 시 온라인 상담: 시스템 검토). JMIR Medical 
Informatics, 7(4). http://dx.doi.org/10.2196/13042 

Pierce, R. P., & Stevermer, J. J. (2020). Disparities in use of telehealth at the onset of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COVID-19 공중 보건 긴급 상황에서의 원격 
의료 사용에 따른 분리). Journal of Telemedicine and Telecare, 0(0), 1 – 7. 
https://doi.org/10.1177/1357633X20963893 

Scott Kruse, C., Karem, P., Shifflett, K., Vegi, L., Ravi, K., & Brooks, M. (2018). 
Evaluating barriers to adopting telemedicine worldwide: a systematic review(전 
세계 원격 진료 적용 시의 장애 사항 평가: 제도적 검토). Journal of 
Telemedicine and Telecare, 24(1), 4–12. 
https://doi.org/10.1177/1357633X1667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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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I. 2022년도 시험료 예정표 
 
A. 2022년도 IBLCE 최초 인증 비용 예정표(1 계층) 

 

1 계층 안도라,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레인, 벨기에, 버뮤다, 
브루나이, 캐나다, 케이맨 제도, 칠레,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포클랜드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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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 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산 마리노, 사우디 아라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마틴 섬, 
스웨덴, 스위스, 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아랍 에미리트, 영국, 
미국,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만약 당신의 국가가 표에 없다면, iblce@iblce.org. 로 IBLCE에 연락해 주십시오. 

 
화폐 단위 
 

첫 시험/자격 
만료 응시료 
 

재시험 
비용 
 

경로 3 
계획 제출 
 

수작업 
채점료 
 

응시 자격을 못 
받았거나 특정 마감일 
내에 응시철회한 초회 
응시자에 대한 환불금 
 

USD $660 $330 $100 $100 $330 

 

원서 신청 마감일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iblce.org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시험 신청 시스템은 미국 달러를 요구할 것이며 환율은 당일의 외환 시세를 
근거로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 카드나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lce.org/
mailto:iblce@iblce.org
mailto:admin@iblce.edu.au
http://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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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22년도 IBLCE 최초 인증 비용 예정표(2 계층) 
 

2 계층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앵 귈라, 앤티가 바부 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중국, 콜롬비아, 쿡 제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피지,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가봉, 조지아,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 
인도네시아,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코소보,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몰디브,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몬세 라트, 모로코, 
나미비아, 북마케도니아, 북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마틴 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에스와티니, 태국, 튀니지, 
투르크 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만약 해당 국가가 표에 없다면, iblce@iblce.org. 로 IBLCE에 연락해 주십시오. 

 
화폐 단위 
 

첫 시험/자격 
만료 응시료 
 

재시험 
비용 
 

경로 3 
계획 제출 
 

수작업 
채점료 
 

응시 자격을 못 
받았거나 특정 마감일 
내에 응시철회한 초회 
응시자에 대한 환불금 
 

USD $400 $200 $75 $90 $200 

 

원서 신청 마감일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iblce.org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시험 신청 시스템은 미국 달러를 요구할 것이며 환율은 당일의 외환 시세를 
근거로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 카드나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lce.org/
mailto:iblce@iblce.org
mailto:admin@iblce.edu.au
http://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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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2년도 IBLCE 최초 인증 비용 예정표(3 계층) 
 

3 계층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 키나 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민주 공화국,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 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마샬 군도,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버마),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푸아 
뉴기니, 콩고 공화국, 르완다, 사모아, 세네갈, 시에라 리온,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 수단,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토고, 통가,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 연방 공화국, 바누아투, 서부 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만약 당신의 국가가 표에 없다면, iblce@iblce.org. 로 IBLCE에 연락해 주십시오. 

 
화폐 단위 
 

첫 시험/자격 
만료 응시료 
 

재시험 
비용 
 

경로 3 
계획 제출 
 

수작업 
채점료 
 

응시 자격을 못 
받았거나 특정 마감일 
내에 응시철회한 초회 
응시자에 대한 환불금 
 

USD $255 $127.50 $50 $70 $127.50 

 

원서 신청 마감일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iblce.org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시험 신청 시스템은 미국 달러를 요구할 것이며 환율은 당일의 외환 시세를 
근거로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 카드나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lce.org/
mailto:iblce@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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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IBCLC 상세 내용 개요 (현재부터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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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V. IBCLC 상세 내용 개요 (2023년 발효)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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