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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이란? 
 
IBLCE® 또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에게 
자격증명서를 수여하는 독립적인 국제 인증기관입니다. 
 

A. 연락처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  
10301 Democracy Lane, Suite 400 
Fairfax, Virginia 22030-2545  
USA 
전화 : +1 703-560-7330 
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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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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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의 목적 및 방법 
 
목적: IBCLC 재인증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문성 개발과 평생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통찰력과 실무를 통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최초 인증 전에 습득하고, 최초 인증 시에 검토한 기술과 
지식은 향후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실습할 사람의 지식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BCLC는 자체 평가로 획득한 평생교육 인정점수(CERP) 또는 5년마다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평가의 목적은 자격자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격자는 자체 평가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IBCLC 
상세 목차 개요 도메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의 CERP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현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IBCLC상세 목차 개요에 따라 

http://www.iblce.org/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covid-19-resource-centr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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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역량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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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및 원칙: 일반적으로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은 최초 
자격증 발급 후 5년간 유효합니다. 5년째 되는 해에 자격증 소지자는 다시 응시하거나 
평생교육 인정점수(CERPs)를 획득, 또는 이와 상응하는 개인 평생교육을 통해 
인정점수자격증을 재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CERP로 재인증을 받으려면, 평생 교육 
자체 평가 및 집중 평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전에 습득하여 처음 인증(자격증을 발급)받을 때까지의 시험 본 기술 및 지식이, 특히 
그 기술 및 지식이 최신의 식견 및 업무를 받아들여 정기적으로 최신화되지 않는다면, 
수년 동안 그 분야에 업무 하고 있는 사람의 지식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서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매 5년마다 
재인증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5년 내에 유용한 정보 및 관리 방법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며, 그런데 만일 추가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격증 소지자의 지식 기반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야의 변화율을 고려하여 5년 간격의 재인증이 선정됐습니다. 
 
시험은 재인증을 위한 선택 사항이지만, 10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볼 필요가 없으며, 
재인증 주기마다 필요한 집중 평생 교육의 자체 평가를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식적인 또는 조직화된 교육이 실무를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평가로 자격자가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5년 주기의 재인증 방법에 관계없이, 자격증 소지자는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 준수를 재확인해야 하며 전문직 면허/등록 
조치(licensing/registration actions) 및/또는 전문직 징계 조치는 어떤 것이든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이런 재확인이 중요하며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에게 
윤리적 의무를 상기시킨다고 믿습니다. 
 
방법: 5년의 재인증 마크를 받은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에 의한 재인증 또는 평생 교육 
자체 평가 및 집중 평생 교육 이수로 획득한 CERP에 의한 재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가 5년 주기의 CERP를 통한 재인증을 선택하는 경우, IBLCE는 75 
CERP 점수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며, 최소 5점은 전문가 윤리 관련, 최소 50점은 인체 
수유 및 수유와 모유 수유 가족을 위한 케어 제공 관련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IBCLC 상세 내용 개요의 원리 일부가 수유 또는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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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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CERP 20점은 수유 상담 분야와 관련된 모든 주제 관련일 수 있습니다. CE 자체 
평가 CERP를 통한 재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문의 섹션 V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통한 재인증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재인증 방법과 관계없이 IBCLC는 또한 이 일정 안에 기본 소생술 교육을 완료하고 
250시간의 수유 상담 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IBLCE의 원격 진료 권고 의견에 따라 
해당 이수 시간은 원격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IBCLC는 IBLCE에서 평생교육 
인정점수(CERP) 또는 개별 CERP를 통해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평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CERP로 인정되는 교육은 개인 또는 기관에서 세미나, 콘퍼런스, 워크숍, 개별 학습 
모듈, 원격 학습 또는 기타 교육 수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CERP 자격이 있는 
교육은 IBCLC 상세 내용 개요에서 (2022년까지) (2023년 이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CERP는 IBLCE에서 IBCLC 실무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60분간의 교육에 배정하는 평생교육 학점입니다. CERP 점수는 세 가지의 평생 교육 
유형에 제공됩니다:  
 

 특별히 인체 수유 및 모유 수유에 관련된 교육은 수유-평생교육 
인정점수(L-CERP)로 인정됩니다. (L=수유) 

 전문가 윤리 및 행동에 관한 교육은 윤리-평생교육 인정점수(E-CERP)로 
인정됩니다. (E=윤리) 

 IBCLC의 실무와 연관된 교육이지만 수유 또는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은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R-CERP)로 인정됩니다. (R=관련) 

 
IBCLC가 시험 또는 CE 자체 평가 CERP로 재인증 하는 경우, IBLCE는 5년 재인증 
주기마다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종일 또는 파트타임으로 교육, 관리, 연구, 임상 또는 홍보 분야에서 
수행한 수유 상담 250시간. 이 시간은 자원봉사 또는 유급 업무 혹은 그 
조합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 기술은 IBCLC 상세 내용 개요(IBCLC 
Detailed Content Outline)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기술은 실제 실습을 통해 
가장 훌륭하게 유지됩니다. 수유용 진료 시간 계산기는 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물론, 감사에 걸리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생술 교육. 이에 부합하는 교육의 예는 심폐소생술(CPR) 및 
신생아 심폐소생술 프로그램(NRP)입니다. 건강 관리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관리를 제공하므로, 고객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에 선정되는 자격자는 기본 소생술 
교육의 증명으로 본인의 카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재인증을 위한 기본 소생술 교육 요건은 5년의 재인증 주기 내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4/2020_April_IBLCE_Advisory_Opinion_Telehealth_FINAL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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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IBCLC-Detailed-Content-Outline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7/IBCLC-Detailed-Content-Outline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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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점에도 가능하며, 재인증 시점에 기본 소생술 교육 학점이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를 통한 기본 소생술 교육과정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ERP로 재인증하는 경우 이 교육 시간은 총 필수 
이수 75시간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IBCLC 인증(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에서는 자발적인 자격증을 제공하며 그리고 이러한 
인증(자격증 발급)이 업무에 대한 권리나 특혜를 반드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틀림없이 본인이 업무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관할권의 법률 당국을 따라야 합니다. 
 
IBCLC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쳐서 1년 일찍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보유자가 1년 일찍 재인증받기로 선택을 했다면, 자격 만료일은 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로 설정됩니다(예: 응시자가 2021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2020년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면 자격 만료일은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이 될 
것입니다). 자격자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격자는 
만료일 1년 전에 CERP를 통한 재인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IBLCE의 WHO 규약 관련 운동이 IBLCE 브리핑에서 추가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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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CLC 불합격 방침  
 
IBCLC 시험은 1년에 2회 제공됩니다. 현역 IBCLC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결과가 배부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응시자들은 동일한 연도에 두 번째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통과하면 인증을 획득하게 되지만, 자격증은 시험 
불합격과 재시험 통과 사이의 기간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재인증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현역 IBCLC의 경우 IBCLC가 4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IBCLC 인증은 당해년도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자격자가 9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IBCLC 자격증은 
당해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III. 주요 간행물 
 
재인증 받을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다음 간행물에 익숙하여야 
하는데, 모든 간행물은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CLC 상세 목차 개요 (2022년까지) (2023년 이후)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실무를 위한 임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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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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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IBCLC) 자격자의 실무 범위 
 징계 절차 
 (응시자 정보 안내문 및 재인증 안내문에 명시된) IBLCE 상소 방침 및 
양식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위한 IBLCE® 전문가 행동 강령  
 

IV. 시험으로 재인증 신청 
 

A. 온라인 신청 완료 
 
온라인 재인증 신청은 IBLCE에서 시험을 제공하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가능합니다. 
IBLCE 웹사이트를 방문해 언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B. 시험 비용과 지불방법 
 
시험 비용과 지불 방법 선택에 관한 완전한 정보는 이 안내서의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 IBCLC 시험 개요 
 
시험은 175개의 다지 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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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CLC 시험은 1부와 2부 사이에 5분의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입니다.  시험이 주 사용 언어로 제공되지 않음을 증명한 응시자에게는 삼십 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IBCLC 시험은 IBCLC 상세 내용 개요에 (2022년까지) (2023년 
이후) 설명된 지식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 시험 장소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전 세계에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CBT)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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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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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연필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 센터 위치는 시험 응시 전 확인할 수 있으나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1/scope-of-practice-2018_revised-Jan-2020-24.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1/IBLCE_Disciplinary_Procedures_JULY2019_FINAL.pdf
https://iblce.org/kor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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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blce.org/covid-19-resource-centr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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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L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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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시험 보안 및 사건 검토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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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합당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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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임산부 응시자를 위한 특기 사항 
 
건강상의 문제가 수험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응시자는 가능한 한 빨리 
IBLCE에 통지해야 합니다.  
 
 

H. 시험 중 모유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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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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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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 모유 수유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IBCLC는 시험 시행 중 모유 수유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비-주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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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시험 응시 자격 통지 
 
시험을 볼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이메일로 시험 응시 자격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와 함께, 시험장소와 시험절차에 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응시 
자격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분들 역시 이메일로 통지를 받게 되며, 시험료의 
일부를 환불받게 됩니다. 
 

K. 시험 철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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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IBCLC는 
시험 예약/계획의 철회/취소에 대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재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연기를 허용받지 못하게 되면 12월 31일에 자격의 
취소로 이어집니다. 문서화된 특별한 상황만이 IBLCE가 요청을 고려할 수 있는 사유로 
허용됩니다. 수수료 연기 및 인증 연장이 승인되면, IBCLC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1년 내에 IBCLC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나 자체 평가 및 집중 평생 교육을 이수하여 
획득한 CERP에 의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연기 및 연장 
요청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CERP는 연장 연도의 완전한 재인증을 위한 CERP 요구 
사항에 대해 7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승인이 되면, 요청된 연장은 인증을 위한 다음 5년 
주기를 연장하지 않으며, IBCLC는 현재 재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초 5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BLCE 웹사이트의 IBCLC 시험 
철회/취소 방침(IBCLC Examination Withdrawal/Cancellation Policy)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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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8/08/breastfeeding-breaks-procedures_kore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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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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험 일정 재조정 방침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IBLCE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한까지 일정 예약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가 지나면 응시자는 일정 재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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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험장 입실 절차 및 응시자 행동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응시자는 두(2) 개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분증은 유효하고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응시자의 이름, 최근의 
사진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번째 신분증에는 응시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응시자의 이름과 최근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신분증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 발행 ID 중 하나여야 합니다. 

o 사진이 있는 운전 면허증 
o 사진이 있는 국제/국가/지역/지방 정부 발급 신분증(예: 주민등록증) 
o 사진이 있는 여권 
o 사진이 있는 군대 신분증 
o 그린 카드, 영주권 카드 또는 사진 포함 비자 

 
두 번째 신분증에는 틀림없이 당신의 이름과 서명, 또는 이름과 최근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두 번째 신분증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ㅇ 신용카드 (실시간 원격 감독에는 허용되지 않음) 
ㅇ 사회보장 카드 (실시간 원격 감독에는 허용되지 않음) 
ㅇ 학생증이나 사원카드 
ㅇ 전문 면허증 
ㅇ 건강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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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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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장소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도착하기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간보다 30분 먼저 시험 장소에 오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응시자들에게 
필수등록절차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험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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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망: 응시자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는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이나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시행에 관한 질문은 
시험 센터 감독관/IBLCE 감독관이 오리엔테이션 때 답해줄 것입니다. 시험 내용에 
대한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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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방침과 같이 시험을 치른 후에 시험 
문제에 관하여, 같이 시험을 치른 응시자라 해도, 다른 누구와도 의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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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응시자가 시험 센터에 도착하면 응시자에게 시험 센터 규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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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시험결과 통지 
 
정식 시험 결과는 응시 후 2~3개월 후에 응시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합격자는 
시험 점수 기록과 함께,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의 보안상 
이유로 IBLCE는 시험 이후 개별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수작업 채점 신청을 위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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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시험 결과에 대한 상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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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청을 개시하려면 시험 결과 상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 결과 상소는 
시험 결과가 배부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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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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상소 결과는 적절한 향후 고지와 함께 향후 시험으로 시험 응시료가 연기되는 
결과로만 이어집니다. 
 

Q. 재시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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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평생 교육 자체 평가(CE 자체 평가) 인정점수를 통한 재인증 
신청  

 
비용 및 마감 기일 등에 관한 완벽한 정보는 IBL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인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은 재인증 신청 시기에 반드시 충족해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A. CE 자체 평가 완료 
 
CE 자체 평가는 IBLCE가 시험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CE 자체 평가로 진행하는 지속 교육은 IBCLC가 IBCLC로 활동하기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식과 기술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BCLC는 현재 IBCLC 상세 내용 개요를 
(2022년까지) (2023년 이후)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CE 자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CE 자체 평가를 통해 생성된 맞춤형 전문성 개발 계획으로 IBCLC는 75 
CERP를 완료해야 합니다. 
 
CE 자체 평가는 지속 교육에 대한 "Blended Approach"로 자기 성찰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IBCLC 상세 내용 개요에 요약된 주제의 전문성 표준에 
맞춰 역량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IBCL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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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로, 실습 환경 또는 관심 분야에 더 구체적인 지속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허용합니다.  CE 자체 평가가 완전히 시행되면 필요한 CERP의 약 절반이 
자체 평가에서 개선을 위한 영역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CERP는 IBCLC에서 
결정됩니다. 
 
CE 자체 평가는 맞춤형 전문성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72개의 객관식 질문으로 
출제되는 무료 원격 컴퓨터 기반 평가입니다. 120분(2시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CE 
자체 평가는 5년의 갱신 주기 동안 한 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전환 기간의 시작입니다. 2022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IBCLC는 CE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총 75 CERP 중 7 CERP(10%)만 완료하면 됩니다. CE 자체 
평가 결과로 필요한 CERP는 2023년에 20 CERP(30%)이며, 2024년에 34 CERP(50%)로 
증가할 것입니다. 
 
CE 자체 평가가 완료되면 맞춤형 전문성 개발 계획의 형태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맞춤형 전문성 개발 계획은 IBCLC 상세 내용 개요의 어떤 영역에서 지속적인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계획에 명시된 각 영역에서 최소한 하나의 
CERP를 완료해야 합니다. 
 

B. 온라인 신청 완료 
 
재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IBLCE에서 시험을 제공하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가능합니다. IBLCE 웹사이트를 방문해 언어를 찾으십시오.  
 

C.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통한 재인증 목적을 위한 평생교육 
인정점수 획득 일자 방침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통한 재인증의 목적을 위한 교육은 IBCLC로서의 최초 인증 
이후에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IBCLC 인증 획득 이후에 이수한 교육만 CERP를 통한 
재인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D. 평생교육 인정점수의 종류 및 필수 이수 점수 
 
CERP 자격이 있는 교육은 IBCLC 상세 내용 개요에서 (2022년까지) (2023년 이후) 
확인할 수 있는 과목을 다루어야 합니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3종류의 다른 
범주의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평생교육에 배정합니다: 

● 수유-평생교육 인정점수(L-CERPs)는 명확하게 모유(또는 모유 분비) 및 
모유 수유 그리고 모유 수유 가족에 대한 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 윤리-평생교육 인정점수(E-CERPs)는 보건 전문가를 위한 전문직 윤리, 
행위 및 기준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R-CERPs)는 어떤 식으로든 수유 상담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주어지며 선택 사양의 카테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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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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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인정점수로 재인증을 받으려면,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틀림없이 마지막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 인정점수 마지막 갱신 이후 오 년 
사이에 최소한 75점의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75점의 
평생교육 인정점수는 틀림없이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최소한 50점의 수유-평생교육 인정점수(L-CERPs) 그리고 
● 최소한 5점의 윤리-평생교육 인정점수(E-CERPs) 그리고 
● 기본 소생술 교육 (3점의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R-CERPs)로 
인정) 

● 수유, 윤리 및/또는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로, 최소한 17점 추가 
 
또한 IBCLC는 CE 자체 평가에 의해 식별된 각 영역에서 적어도 CERP 1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2022년에 재인증 받을 예정인 IBCLC는 CE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총 
75점의 CERP 중 7점의 CERP(10%)만 획득하면 됩니다. CE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CERP는 2023년 CERP 20점(30%), 2024년 CERP 34점(50%)으로 늘어납니다. 
 
평생교육 인정점수는 CERP 제공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으로부터 
평생교육 점수를 인정받은 교육 활동을 통하거나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평생교육 
점수를 인정하지 않은 활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교육에 대해 사전에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부여했다면 수료증에는 평생교육 인정점수 
등록 번호(CERPs Registry number)와 평생교육 인정점수의 유형 및 점수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CERP의 각 카테고리의 예시 및 CERP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의 유형에 대한 
정보입니다:  
 
적절한 L-CERP 포함 주제: 

• 수유와 관련된 유방 해부학 
• IBCLC를 위한 임상 기술 
• IBCLC를 위한 임상 문서 
• 모유 수유에 대한 문화의 영향 
•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10가지 단계 
• 모유 수유 관리 
• 모유 수유 연구 
• 수유 중 영양 

 
적절한 E-CERP 포함 주제: 

• 수유 상담가의 실무 윤리 
• 정보 기반 동의 
• 보건 인력 및 모유 대체식품 판매에 대한 국제 규약 
• 이해관계의 상충 
• 한계 및 회부할 시기를 인지 
• 인권 및 영아 수유 선택 
• 과학적 원리 및 최신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동료의 실무에 대한 대응 
•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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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R-CERP 포함 주제: 

• 일반 해부학 
• 영아 성장 및 발달 
• 연구 방법 및 통계 
• 보건 실무의 문화적 차이 
• 심폐소생술(CPR) 
• 산후 우울증 
• 상담 또는 의사소통 기술 
• 성인 교육 원칙 
• 가족 역동성 
• 영아 마사지 실무 
• 영양(수유에 대한 것이 아닐 경우) 
• 보조 요법(개요 세션에만 해당) 

 
IBCLC 상세 내용 개요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CERP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CERP로 인정되지 않는 주제의 예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컴퓨터 기술 
• 사업 관리 
• 브래지어 피팅(특별히 수유에 관련되지 않는 경우) 
• 동기부여 세션 
• 보조 요법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 
• 특별 의료 기술(예: 태아 모니터링) 

  
또한, CERP는 다음 유형의 교육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유 상담가로서의 임상 실무 
• 산모를 위한 출산 전 또는 후 수업 
• 일기 쓰기 및 영상 시청을 포함한 자습 
• 국제 모유 대용품 마케팅 규약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예: 유아용 조제분유, 젖병 
및 젖꼭지) 회사의 후원. 

 
 

E. 개인별 평생교육 인정점수(Individual CERPs) 
 
개인별 평생교육 인정점수 안내문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다음 활동에 대해서 수유, 
윤리 또는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획득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IBLCE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학술지 또는 편집한 서적의 논문/초록/장(chapter)의 주요 혹인 공동 저자 
● 수료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 포스터 발표 
● 전문가를 위한 비디오 개발 
● 독창적인 병원 계획서 또는 정책의 주요 혹은 공동 저자 
● 임상 관찰 
● 주제가 모유(모유 분비) 및 모유 수유였던 교육 과목에 참석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19/10/2019_September_17_Individual-CERPs-Guide_ENGLISH_FINAL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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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목의 발표 
● 자원봉사 활동 
● 경로 3 멘토십 
● 경로 2 지도 교사 시간 

 
그 내용이 IBCLC 업무에 관련돼있다면, 그 교육 활동은 주제에 따라서, 수유, 윤리 또는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별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에 해당하는 CERP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5년의 기간 동안, 다음의 기본 소생술 강좌(life support courses) 
중 하나 이상을 수료하여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R-CERPs)를 총 6점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suscitation) 
• 신생아 소생술 프로그램 [NRP(Neonatal Resuscitation Program)] 
• PALS(Pa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 ACLS(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 S.T.A.B.L.E(Sugar & safe care, Temperature, Airway, Blood pressure, Lab 

work, Emotional support)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각 상기 언급 과정에 대해서 3점의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R-CERPs)를 받을 것이며 최대한 6점의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R-
CERPs)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좌 중 하나를 강의한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그 
강좌를 가르침으로써 6점의 수유 관련-평생교육 인정점수(R-CERPs)를 받게 될 
것입니다. 
 

F. CERPs에 관한 문서 
 
재인증 과정에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는 심사 통지 후 30영업일 
이내에 모든 CERP에 대한 CE 자체 평가 결과 및 수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인증 과정의 목적상,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IBLCE CERP 제공자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 인정점수가 수여된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자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수료증을 분실하거나 찾지 못하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반드시 교육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G.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통한 재인증 연장 요청 방침   
 
재인증을 하지 못하면 인증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는 IBCLC는 
재인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의 결과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문서화된 특별 상황만 IBLCE에서 다음 연도로의 인증 연장 요청 고려 사유로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BLCE 웹사이트의 IBLCE 평생교육 인정점수를 통한 
재인증 연장 요청 방침을 참조해 주십시오.  
 
VI. 비밀보장 방침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6/2021_May_17_IBLCE_Recertification_by_CERPs_Extension_Request_Policy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6/2021_May_17_IBLCE_Recertification_by_CERPs_Extension_Request_Policy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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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밀에 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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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결과 
 
개인 시험결과는 기밀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시험점수는 사전에 점수공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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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됩니다. 
 

C. 신청서 지원상황 
 
개인의 지원상황은 기밀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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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들의 이름은 기밀 사항으로 간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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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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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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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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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전문가 행동 강령 불만 사항과 관련된 IBLCE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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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최초 응시자 및 재인증 서류심사 방침 
 
IBLCE는 첫 시험 신청 및 재인증 신청을 심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는 표준식과 
무작위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심사 대상으로 선택된다면, 응시자나 자격증 
소지자는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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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한 표준식과 무작위로 선택하는 심사 과정 외에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나아가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모든 응시자 또는 자격증 재인증 신청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교육, 취업, 학습과제에 대한 증명서, 혹은 첫 응시 자격 요건 또는 자격증 
재인증 요건에 대한 모든 완전하고 정확한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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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응시 자격 또는 재인증 결정에 대한 상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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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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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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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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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비차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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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등록상표 사용 방침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은,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s)인 Internation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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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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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등록(대장)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현재 활동 중인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이름을 공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록 명부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II. 만료된 자격증 
 
자격이 만료된 IBCLC는 이후 12개월 이내에 IBLCE 시험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없이 
시험에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예외는 인증 만료 직후 1년 내 1회의 시험으로 
제한됩니다. 이후의 모든 시험 응시는 시험 응시 당시에 유효한 응시 자격 요건을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1/08/2021_IBLCE-Trademark-Policy_FINAL_KOREAN.pdf
https://iblce.org/public-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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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시험에 불합격한 개인은 시험 전제 조건 충족 없이 
그해 9월 또는 다음 4월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9월 시험에 불합격한 IBCLC는 전제 
조건 충족 증명 없이 다음 해 4월 또는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XIII. 비활성 상태 
 
IBLCE는 2022년에 갱신 기한이 만료되는 해에 갱신 요건을 충족할 수 없지만 1년 안에 
자격을 다시 획득할 의향이 있는 현재 활성 IBCLC를 위해 비활성 상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비활성 상태 동안 당사자는 IBCLC 자격증을 활성 상태로 가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위 설명된 만료된 자격증을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BLCE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XIV. 은퇴 상태 
 
2021년부터 IBLCE는 은퇴할 의향이거나 더 이상 IBCLC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활성 IBCLC를 위해 은퇴 상태를 도입했습니다. 과거에 우수한 자격 상태를 유지해온 
사람은 제한된 기간 동안 이 상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기간은 현재 IBL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력서에 또는 명함의 본인 이름 아래 "은퇴 IBCLC"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 자격증으로써 본인의 이름이나 서명(예, 도표) 바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상태는 인증 목적과 함께, 적극적으로 IBCLC의 활동을 하지 
않고 실무로 돌아갈 의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http://www.iblce.org/
https://iblce.org/korean-2/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2/01/2022_January_11_IBCLC_Retired_Status_FINAL_KOREAN.pdf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2/01/2022_January_11_IBCLC_Retired_Status_FINAL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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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2022년도 시험료 예정표 
 

A. 2022년도 IBLCE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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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히텐슈타인,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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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로 IBLCE에 연락해 주십시오. 
 
화폐 
단위 

 

시험으로 
재인증전형료 

 CERP로 
재인증 전형료 

수기 
채점 
비용 

 

부적격하거나 
명시된 마감일까지 
응시 취소하는 
재인증 신청자에 
대한 환불금액 
 

만료된 자격의 
응시자 전형료 
 

USD $470 $470 $100 $235 $660 

 
원서 신청 마감일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iblce.org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만일 시험 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였다면, 온라인 시스템은 미국 달러를 요구할 
것이며 환율은 당일의 외환 시세를 근거로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지불은 온라인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 카드나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lce.org/
mailto:iblce@iblce.org
https://ibl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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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22년도 IBLCE 재인증 비용 예정표 (2 계층) 
 

2 계층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앵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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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국가가 표에 없다면, iblce@iblce.org 로 IBLCE에 연락해 주십시오. 
 
화폐 
단위 
 

시험으로 
재인증전형료 

 CERP로 
재인증 
전형료 

수기 채점 
비용 

 

부적격하거나 
명시된 
마감일까지 
응시 
취소하는 
재인증 
신청자에 
대한 
환불금액 

 

만료된 
자격의 
응시자 
전형료 

 

USD $350 $350 $90 $17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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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지불은 온라인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 카드나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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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2년도 IBLCE 재인증 비용 예정표 (3 계층) 
 

3 계층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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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로 IBLCE에 연락해 주십시오. 
 
화폐 
단위 

 

시험으로 
재인증전형료 

CERP로 
재인증 
전형료 

수기 채점 
비용 

 

부적격하거나 
명시된 
마감일까지 
응시 취소하는 
재인증 

신청자에 대한 
환불금액 

 

만료된 
자격의 
응시자 
전형료 

 

USD $250 $250 $70 $12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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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지불은 온라인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 카드나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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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IBCLC 상세 목차 개요 (현재부터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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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IBCLC 상세 목차 개요 (2023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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