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8월 2020  

 

 

 

특별 공지사항 
 

Our Special Notices bring you breaking news and announcements on IACLE events and activities 

around the world 

 

IACLE은 COVID-19가 세계적으로 콘택트렌즈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콘택트렌즈 교육자들에게 온라인 교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IACLE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COVID-19가 글로벌 콘택트렌즈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32개국의 교육자 회원으로부터 총 214건의 응답을 받아 39%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명 중 7명(69%)이 2020년 말까지 콘택트렌즈 강의의 최소 절반이 

온라인일 것 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 3/4 (76 %)은 향후 더 많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10명 중 거의 9명 (87%)는 미래에 IACLE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보다 적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을 평가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온라인 강의에 주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25%)이 5월 설문조사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비율(22%)이 학생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보고서 전체 읽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iacle@iacle.org 

 
IACLE 자료를 제공하는 IACLE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있습니다. 

IACLE의 새로운 학습 관리 시스템 인 IACLETOP은 이미 30 개 이상의 글로벌, 지역 

및 국가별 웹세미나, 새로운 온라인 학생 시험, 시험 및 실무 기술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플래시 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ACLETOP 은 TLC (Teach. Learn. Connect.)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로서 기존 

활동을 보완하고 코로나를 넘어서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입니다. 

 

Shehzad Naroo IACLE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콘택트 

렌즈를 가르치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IACLE 은 교육 기술 발전의 

앞장서고 있으며 회원들은 광범위한 온라인 자료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중요하며 설문 조사 결과에 비추어 더 많은 지원을 

제공 할 것입니다. " 

 TLC (Teach. Learn. Connect.) 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세요 

  

https://iacle.s3.amazonaws.com/uploads/2020/08/2020_Impact_of_COVID19_on-Global_Contact_Lens_Education_FINAL.pdf
iacle@iacle.org
https://iacle.org/the-tlc-teach-learn-connect-initiative/
https://iacle.org/the-tlc-teach-learn-connect-initiative/


 

THANK YOU TO OUR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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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acle.org/category/news/latest_news/
https://iacle.org/iacle-news/global-member-newsl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