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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지사항

특별 공지사항은 전세계 IACLE 이벤트 및 활동에 대한 속보 및 공지사항을 제공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 IACLE 멤버십을 갱신하여 모든 혜택을 누리세요
올해부터 유료 회원들에게 전체 혜택에 대한 독점적인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
갱신 절차를 변경할 것입니다. 2021 년에는 더 많은 혜택을 추가하여 회원들을
지원하고 여러분을 모이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 교육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 전용 필수 혜택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
•

Canvas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IACLETOP

•

IACLETOP 을 통해 볼 수있는 40 개 이상의 다국어 녹화 라이브 웨비나

•

포괄적인 콘택트 렌즈 커리큘럼을 제공하기위한 필수 자료인 IACLE 콘택트 렌즈 과정
(ICLC)이 현재 IACLETOP 에 있습니다.

•

IACLE Flashcards, 학생들의 실용적인 기술 전달을 지원합니다.

•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학생 시험(STE)

•

IACLETOP 의 새로운 형식의 대화형 사례 보고서 모음인 IACLETE Case Report
Series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성공적인 TLC 이니셔티브를
2021 년까지 확장하고 더 많은 가치 있는 혜택을 추가할 것입니다.
•

전 세계, 지역 또는 국가 기반의 주간 라이브 웨비나의 새로운 프로그램

•

IACLE 콘택트 렌즈 과정은 IACLETOP 을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되며 핵심 및 기타
언어로 더 많은 번역이 제공됩니다.

•

Fellowship 시험은 플랫폼을 통한 준비 지원과 함께 IACLETOP 을 통해 2021 년에
실시됩니다.

•

2021 년 4 월 두 번째 가상 컨퍼런스

•

교육자는 IACLETOP 에서 자신의 학습 환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멤버십 혜택에 대한 독점적인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갱신 일정이
있습니다.:
•

연간 청구서는 11 월에 기존 회원에게 발송됩니다.

•

연간 멤버십 갱신 수수료는 1 월 1 일 이전에 지불해야합니다.

•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멤버십 혜택에 대한 액세스가 1 월 31 일에
종료됩니다.

•

2 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연체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멤버쉽 약관을 읽어보세요
IACLE 회장 Shehzad Naroo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ACLE 회원으로서 귀하는
최신 플랫폼과 최신 콘텐츠를 사용하여 최고 수준의 콘택트 렌즈 교육에 전념하는 전 세계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콘택트 렌즈 분야는 교육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ACLE 은 교육자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있는 최고의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IACLE 에 대한 회원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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