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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05 월 

 

2020/2021년 

국제콘택트렌즈교육자협회(IACLE)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국제콘택트렌즈교육자협회(IACLE) 회원님께 

지난 1년 동안 협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 대유행이 

교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응하여 교육 제공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부터 IACLE 콘택트렌즈 과정인 ICLC2020의 최신 버전을 소개 했을 때, 

혁신적인 국제콘택트렌즈교육자협회(IACLE)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IACLETOP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이벤트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교육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The Teach. Learn. Connect 

Initiative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답변해주셔서 저희가 귀하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100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에 대한 경품 

추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설문조사 하단에 이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설문 조사에 참여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최대한 05 월 31 일까지는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r Shehzad Naroo 

IACLE 협회장 

 
Kyoung Hee 
IACLE KOREA 

KOREAN COORDINATOR 

 

(해당 지역의 AP 및 미주 지역 지부장 또는 적절한 지역/국가 조정자를 교체합니다.) 

about: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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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 IACLE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답변해주셔서 저희가 귀하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ACLE 자료의 활용에 대한 조사 

 

*1. 다음 IACLE 자료와 프로그램 중 2 년 동안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ICLC2020 (IACLE 콘택트렌즈 과정 2020, 영어 버전) 

- 이전 ICLCs 번역본 

- IACLE 사례 보고서 시리즈 

- 월간 연구 업데이트 

- 학생인증시험 (STE) 

- 원격 학습 프로그램 (DLP) 

- 이미지 컬렉션  

- 없음. 

 

*2. 다음 IACLE 자료와 프로그램 중 작년에 IACLETOP 에서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ICLC2020 (IACLE 콘택트렌즈 과정 2020, 영어 버전) 

- 이전 ICLCs 번역본 

- IACLE 사례 보고서 시리즈 

- 월간 연구 업데이트  

- 학생인증시험 (STE) 

- 원격 학습 프로그램 (DLP) 

- Fellowship Exam Area 

- 이미지 도서관 (IACLETOP 도서관에서) 

- IACLE 플래시 카드(소프트 렌즈 착용, 제거 및 관리 시스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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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IACLE 행사 중 작년 온라인 생방송에 참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2020 년 09 월 IACLE 온라인 세계 회의 

- 2021 년 04 월 IACLE 온라인 세계 회의 

- IACLE 세계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IACLE 지역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예: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전역) 

- IACLE 국가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예: 인도, 중국,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 IACLE 월드 라디오(라틴 아메리카에서 방송) 

- 없음. 

 

*4. 다음 IACLE 행사 중 지난 1 년간 IACLETOP 영상을 통해 참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2020 년 09 월 IACLE 온라인 세계 회의 

- 2021 년 04 월 IACLE 온라인 세계 회의 

- IACLE 세계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IACLE 지역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예: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전역) 

- IACLE 국가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예: 인도, 중국,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 IACLE 월드 라디오(라틴 아메리카에서 방송) 

- 없음. 

 

IACLE 자료의 태도에 대한 조사 

5. 다음 IACLETOP 에서 사용했던 IACLE 자원과 프로그램 각각에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사용했던 모든 것을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만족합니다)  

 

- ICLC2020 (IACLE 콘택트렌즈 과정 2020, 영어 버전) 

- 이전 ICLCs 번역본 

- IACLE 사례 보고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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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연구 업데이트  

- 학생인증시험 (STE) 

- 원격 학습 프로그램 (DLP) 

- Fellowship Exam Area 

- 이미지 도서관 (IACLETOP 도서관에서) 

- IACLE 플래시 카드(소프트 렌즈 착용, 제거 및 관리 시스템) 

 

6. 그리고 IACLETOP 의 IACLE 자원과 프로그램이 귀하의 업무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용했던 모든 것을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매우 중요합니다) 

- ICLC2020 (IACLE 콘택트렌즈 과정 2020, 영어 버전) 

- 이전 ICLCs 번역본 

- IACLE 사례 보고서 시리즈 

- 월간 연구 업데이트  

- 학생인증시험 (STE) 

- 원격 학습 프로그램 (DLP) 

- Fellowship Exam Area 

- 이미지 도서관 (IACLETOP 도서관에서) 

- IACLE 플래시 카드(소프트 렌즈 착용, 제거 및 관리 시스템) 

 

7. 다음 특징들에 관련하여 IACLETOP 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만족합니다) 

 

- 접근성이 편리함 

- 안내하기 편리함 

-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함 

- 학생과 사용하기 편리함 

 

8. 귀하의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까? (만약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 캔버스 (Canvas) 

- 블랙보드 (Blackboard) 

- 스쿨로지(Schoology)  

- 브라이트스페이스(Bright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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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들(Moodle) 

- 자체 플랫폼 사용 

- 없음 

- 기타 (자세히) 

 

*9. 다음 중 IACLETOP 사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강의/워크샾/튜토리얼을 구성하기 위해 IACLETOP 의 자료를 사용합니다. 

- IACLETOP 플랫폼을 통해 IACLE 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IACLETOP 의 자료를 다운로드 합니다. 

-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 IACLETOP 의 자료를 다운로드 합니다. 

- IACLETOP 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무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 콘택트렌즈 산업(CL Industry) 내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IACLETOP 의 

자료를 사용합니다. 

 

*10. IACLETOP 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답변해주십시오.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동의 합니다) 

 

-  IACLETOP 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IACLETOP 은 매우 기술적이며 탐색하기 어렵습니다. 

- IACLETOP 은 화상 토론회의(웨비나)를 볼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  IACLETOP 은 화상 토론회의(웨비나)를 학생들을 위한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 IACLE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와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보다 IACLETOP 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IACLETOP 에서 IACLE 콘택트렌즈 과정 (ICLC)을 사용하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ACLETOP 의 새로운 사례 보고서 템플릿은 유용한 형식입니다. 

- 온라인 학생인증시험은 시험지 형식보다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 IACLETOP 에서 사용할 수 있는 IACLE 플래시카드는 학생들의 튜토리얼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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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귀하의 교육에서 IACLETOP 의 가치의 대한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 

하는지를 답변해주십시오.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동의 합니다) 

 

- IACLETOP 플랫폼은 나의 기관/조직에서 콘택트렌즈를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주요 교육 플랫폼입니다. 

- IACLETOP 은 온라인 교육이 표준화 된 시기에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IACLE 회원이 되는 주된 이유는 IACLETOP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2. IACLE 에서 향후 IACLETOP 에서 개발/제공을 해야 하는 추가적인 자료 및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아래 칸에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ACLE 온라인 행사에 대한 귀하의 태도 조사  

 

13. 참석하셨던 다음 IACLE 온라인 행사들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만족합니다)  

      참석하셨던 모든 이벤트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 2020 년 09 월 IACLE 온라인 세계 회의 

- 2021 년 04 월 IACLE 온라인 세계 회의 

- IACLE 세계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IACLE 지역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예: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전역) 

- IACLE 국가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예: 인도, 중국,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 IACLE 월드 라디오(라틴 아메리카에서 방송) 

 

14. 참석하셨던 IACLE 의 화상 토론회의 (웨비나) 종류들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만족합니다)  

      참석하셨던 모든 웨비나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 IACLE & 교육관련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임상 실습 관련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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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관리 관련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사례 보고서와 학술지 

 

15. 다음 IACLE 의 화상 토론회의 (웨비나) 종류들이 귀하의 업무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만족합니다)  

      참석하셨던 모든 웨비나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 IACLE & 교육관련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임상 실습 관련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실무 관리 관련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 사례 보고서와 학술지 

 

*16. 향후 IACLE 은 웨비나 및 학회를 어떻게 개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래 칸에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향후 IACLE 의 웨비나 및 학회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래 칸에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ACLE 의사소통의 사용/태도에 대한 조사 

  

*18. 다음 IACLE 의사소통 방법들에 얼마나 자주 접속 하십니까? 

(매 주, 매 달, 몇 달에 한번, 가끔, 전혀). 접속하셨던 보기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 IACLE 웹사이트 (www.iacle.org) 

- 월간 글로벌 회원 정보소식지(뉴스레터) 

- 월간 논문 업데이트 

- TLC 행사를 나열한 월간 이메일 

-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알림 

- IACLE 페이스북(Facebook ) 

- IACLE 위쳇(WeChat) 

- IACLE 트위터(Twitter) 

- IACLE 유투브(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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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CLE 링크드인(LinkedIn) 

- IACLE 인스타그램(Instagram) 

- 지역/국가 조정자와 연락 

 

*19. 다음 IACLE 의사소통 방법들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만족합니다). 

접속하셨던 보기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 IACLE 웹사이트 (www.iacle.org) 

- 월간 글로벌 회원 정보소식지(뉴스레터) 

- 월간 논문 업데이트 

- TLC 행사를 나열한 월간 이메일 

-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알림 

- IACLE 페이스북(Facebook ) 

- IACLE 위쳇(WeChat) 

- IACLE 트위터(Twitter) 

- IACLE 유투브(YouTube) 

- IACLE 링크드인(LinkedIn) 

- IACLE 인스타그램(Instagram) 

- 지역/국가 조정자와 연락 

 

*20. 다음 IACLE 의사소통 방법들이 귀하의 업무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1-10 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1=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매우 만족합니다). 

접속하셨던 보기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 IACLE 웹사이트 (www.iacle.org) 

- 월간 글로벌 회원 정보소식지(뉴스레터) 

- 월간 논문 업데이트 

- TLC 행사를 나열한 월간 이메일 

- 화상 토론회의(웨비나) 알림 

- IACLE 페이스북(Facebook ) 

- IACLE 위쳇(WeChat) 

- IACLE 트위터(Twitter) 

- IACLE 유투브(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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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CLE 링크드인(LinkedIn) 

- IACLE 인스타그램(Instagram) 

- 지역/국가 조정자와 연락 

 

*21. IACLE 이메일 의사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의 빈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너무 자주 한다. 

- 적당하다. 

- 충분하지 않다. 

 
 

귀하의 기관에 대한 조사 

  

*22. 어느 IACLE 지역과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미주 

-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를 명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  

  

*2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20-29 세 

- 30-39 세 

- 40-49 세 

- 50-59 세 

- 60 세 혹은 그 이상 

 

*24. 그리고 주요 활동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의 분야만 골라 주십시오. 

 

- 교육 

- 논문 

- 임상 실습 

- 지속적인 교육 제공자 

-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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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마케팅 

           기타 (자세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주로 어떤 유형의 기관 또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기관 또는 조직을 골라 주십시오. 

 

- 대학교/전문 대학교 

- 실습 / 사무실 

- 콘택트렌즈 제조사 

           기타 (자세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평가내용 

 

26. 마지막으로 IACLE 의 최근 활동들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100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에 대한 경품 추첨에 참여하려면, 다음 아래 세부 

정보란에 입력해주십시오. 

 

-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