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LETOP 최고 수준의 Student Area 은 최첨단 교육
IACLETOP 에서 Student Area 을 더욱 발전시키고 회원들에게 개별 교육 콘텐츠 및 평가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IACLE 리소스를 교육에 통합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어제 가르친대로 오늘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내일을 빼앗깁니다." – John Dewey
Student Area 에서 IACLE 학생 시험 시험 (아래 등록 세부 정보), IACLE 사례 보고서를
포함하여 회원과 학생이 학생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및 리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플립 러닝 수업으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바하사어로
제공되는 IACLE 글로벌 웨비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습 환경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년에는 Student Area 에 접속하려면 학생당 특별 제안 등록비가 적용됩니다. 회원은
접속이 필요한 총 학생 수를 등록하고 IACLE 은 회원에게 청구서를 제공합니다. 지불이
완료되면 회원의 학생은 IACLETOP 에 등록되고 IACLETOP 의 설정은 IACLE 회원이 학생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Teacher's Area.에 있습니다.
학생 지역 비용
등록된 학생 당 비용은 Purchasing Power Parity (PPP) Grouping 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룹 1 학생 등록비 US$5
그룹 2 학생 등록비 US$10
그룹 3 학생 등록비 US$15

이 비용은 2021 년 특별 금액입니다. 이 비용은 초기 출시 평가 후 검토하여 2022 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용 시험 (STE)
다음은 IACLETOP 의 Student Area 이 작동하는 방식, 특히 STE 설정 및 접근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 STE 는 마지막 학년 학생 또는 콘택트렌즈 커리큘럼을 마친 학생에게 권장됩니다.
•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제공되며 응답에는 정답과 오답 3 개가 포함됩니다.

• 두 가지 시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Q 50 개와 MCQ 100 개이며 회원은
선호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바 하사
STE 등록 단계:
1. Student Area Registration Form 을 작성하고 IACLE representative 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2. IACLE 담당자가 귀하에게 청구서를 제공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학생이 IACLETOP 에 등록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학생의 이름, 성 및 이메일을 입력 할 수 있는 지정된 Excel 스프레드 시트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모든 세부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스프레드 시트를 IACLE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 정보는 IACLETOP 로 가져 오며 모든 학생은
등록 확인 이메일을 IACLETOP 에서 받게 됩니다.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IACLE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4. IACLETOP 의 STE 설정은 IACLE 회원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시험 설정 방법,

시험 관리 방법 및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Teacher's Area 로 갑니다.
5. 중요: 실제 STE 를 완료하기 전에 모의 테스트를 수행해야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
로그인이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STE 를 완료하기
전에 로그인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 시간
내에 수정됩니다 (Kavitha Jayanna 및 Lakshmi Shinde 에 연락 할 때 GMT + 5 : 30 시간대).
IACLE 은 모의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학생의 이메일을 추가하거나 이메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6. STE 결과: IACLE 은 회원에게 STE 결과 보고서와 STE 인증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회원이 작성하고 50 % 이상의 결과로 STE 를 완료 한 학생에게 발급됩니다. 50 % 미만의
점수를받은 학생은 수료증을받지 못합니다.

Student Area 등록
IACLETOP 의 Student Area 에 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Student Area Registration Form 을
작성하고 지역의 IACLE Representative 에 연락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