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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지사항 – 2021 올해의 교육자상
2021 년 올해의 교육자상 지원
2021 년 IACLE Awards 의 수상자로서 전세계 3 명의 콘택트 렌즈 교육자들이 올해 주요
국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IACLE 은 전세계 교육자들에게 올해의 IACLE 콘택트 렌즈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COVID-19 제한이 허용하는 주요 국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IACLE 콘택트 렌즈 교육자는 IACLE 의 3 개 글로벌 지역에서 각각
한명씩 3 명에게 수여됩니다. :
• 2021 년 IACLE Americas 올해의 콘택트 렌즈 교육자
• 2021 IACLE 아시아 태평양 올해의 콘택트 렌즈 교육자
• 2021 년 IACLE 유럽/아프리카 – 중동 콘택트렌즈 올해의 교육자

2020 년 우승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진 : Renée Reeder 교수, Bariah Mohd Ali 교수,
Jo Underwood 교수)는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올해 회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은 콘택트 렌즈 교육의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며 CooperVision 이 후원합니다.
수상자는 국제 회의 참석 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올해의 2021 IACLE 콘택트 렌즈 교육
자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있는 허가를받을 수있는 최대 미화 3,000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됩니다.
IACLE Educator Awards 는 최소 3 년 동안 유료 회원 인 모든 IACLE 회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을 지명하거나 다른 회원, IACLE 지역 / 국가 코디네이터 또는
IACLE 직원이 지명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IACLE 자료 사용, IACLE 참여, 기관에 미치는
영향 및 학생들이 미래의 콘택트 렌즈 전문가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방법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IACLE 회장 Shehzad Naroo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 개 글로벌 지역에
IACLE 올해의 콘택트 렌즈 교육자 상을 계속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IACLE 은 모든 회원이 2021 어워드 신청을 고려하거나 어워드에 누군가를 지명하도록
권장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올해의 교육자 상을 계속
후원해 주신 CooperVision 에 감사드립니다. '
CooperVision 의 글로벌 전문가, 의료 및 임상 업무 담당 부사장 인 Gary Orsborn 은
"콘택트 렌즈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 및 실습 경험 분야에서
집중 교육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 중 하나인 CooperVision 은 직업의 미래에 대한
헌신으로 뛰어난 콘택트 렌즈 교육자를 인정하는 IACLE 을 매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ACLE Travel Awards 는 IACLE 교육자 회원들이 국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 US
$ 3,000 의 보조금입니다. IACLE Travel Award 는 모든 IACLE 스폰서 (Alcon, CooperVision,
Johnson & Johnson Vision, Bausch + Lomb 및 Euclid)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IACLE 에서
후원합니다.
202 년 트래블 어워드 수상자 3 명인 Elizabeth Chetty 박사, Martín Guzmán 교수, Nirav
Mehta 부교수는 COVID-19 제한이 허용되는 2021 년 국제 회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2021 년에는 IACLE 트래블 어워드가 없습니다.

2021 년 IACLE 올해의 콘택트 렌즈 교육자 어워드 마감일은 2021 년 1 월 31 일 일요일
자정 (EST)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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