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CLE 회원 약관 

회원기준 

IACLE 을 계속 지원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IACLE 회원으로서 당신은: 

• 전문지식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동료와 학생들에게 좋은 임상실습의 본보기가 됩니다. 

• 모범사례로 전문적인 책임을 다하십시오. 

• 해당 국가의 법적인 틀 내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 다른 사람을 존증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패하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 행동으로 직업의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 IACLE 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 IACLE 약관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조직의 승인된 정책 및 절차를 

따릅니다. 

• IACLE 직원과 항상 정중하게 소통합니다. 

멤버쉽 연간 주기 

IACLE 을 계속 지원해 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자료, 프로그램 및 이벤트 (IACLE 웹 사이트 회원 로그인 및 

IACLETOP 을 통해)에 대한 접속는 기존 회원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신규 

회원은 가입 시점부터 12 월 31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은 연중 언제든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가입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회비 전액이 적용됩니다. 

멤버십이 갱신되면 회원의 온라인 시스템 접속 권한이 1 년 더 연장됩니다.  

Fellows of IACLE  회원은 해당 연도에 FIACLE 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ACLE 

프로그램의 모든 이용 약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https://iacle.org/resources/iacletop/
https://iacle.org/programs/fellowship-exam/


 

회원 순서도 

 

 

• 연간 청구서는 11 월에 기존 회원에게 발송됩니다. 

• 1 월 1 일 이전에 연회비 지불해야 합니다. 

•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멤버십 혜택에 대한 접속이 1 월 31 일에 

종료됩니다. 

• 2 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가 경제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가격 구조 인 Purchasing Power Parity (PPP) 를 

기준으로 회비를 계산합니다. fee structure 를 참조하세요. 

 

연간 갱신 결제는 1 월 1 일 이전에 완료 되어야합니다. 

연회비는 다음 중 하나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카드 (Visa 또는 MasterCard – Amex 는 허용하지 않음)를 통한 온라인 결제를 

선호합니다. 

• 현지 은행 송금 – 인도, 한국 및 중국과 같은 일부 IACLE 사무실에 은행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은행 송금 – 캐나다 본사로의 송금은 허용되지만 은행 수수료를 상쇄하기 위해  

30 달러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https://iacle.s3.amazonaws.com/uploads/2020/11/Member-Fees_and-late-fees_PPP-Listing_06.11.20.pdf
https://iacle.s3.amazonaws.com/uploads/2020/11/Member-Fees_and-late-fees_PPP-Listing_06.11.20.pdf


• 수표 – 캐나다 본사로 발행됩니다. 수표를 준비하기 전에 iacle@iacle.org 로 

문의하십시오. 

지각벌금 

2 월말까지 연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 

갱신시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Membership Type 지각비 PPP1 지각비 PPP2 지각비 PPP3 

Full Member US$15 US$30 US$50 

Associate Member US$22.50 US$45 US$75 

3 월 1 일 이후 연회비는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만료된 멤버쉽 

1 월 31 일까지 멤버십을 갱신하지 않으면 멤버십이 만료되고 더 이상 전체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회비를 지불하면 해당 연도의 멤버십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1 ~ 2 년 만료 된 경우 회원은 연간 연회비와 함께 멤버십 소멸에 대한 

연체료를 매년 지불해야합니다. 멤버십이 2 년 이상 만료 된 경우 회원은 IACLE 에 

재가입해야하며 가입이 승인 된 날부터 멤버십이 시작됩니다. 

Fellow of IACLE (FIACLE) 자격을 획득했지만 멤버십이 3 년 이상 만료 된 회원은 

FIACLE 자격을 상실합니다. FIACLE 상태는 IACLE 멤버십 갱신만으로 갱신 할 수 

없으며 fellow FIACLE 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회원은 Fellowship Exam 을 다시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승인 시 FIACLE 이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IACLE 프로그램 및 자료 

 

IACLE 의 독점적인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속은 IACLE 의 활성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멤버십이 만료되면 이러한 혜택에 대한 접속이 중단됩니다. 

https://iacle.org/programs/fiacle/
https://iacle.org/programs/fellowship-exam/


IACLE 멤버십은 회원 (콘택트 렌즈 교육자)과 IACLE (협회) 간의 계약입니다. IACLE 

멤버십은 회원의 직장 동료, 교직원 또는 학생 또는 직장 / 기관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IACLE 회원 전용 자료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IACLE Contact Lens Course (ICLC)–  과정은 IACLE 회원 자격을 보유한 콘택트 

렌즈 교육자들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됩니다. ICLC 

콘텐츠는 IACLE 에 대한 적절한 크레딧이 포함 된 경우 회의 / 컨퍼런스 / 이벤트에서 

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 자료는 달리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콘택트 

렌즈 교육자들은 IACLE 에 가입해야 리소스 자료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Student Trial Exam  – 회원들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시험을 실시합니다. 회원 

만이 시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예약 / 운영 할 수 없습니다. 

Distance Learning Program  – IACLE Fellowship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IACLE Fellowship Exam  –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한 회원은 Fellow of IACLE 

프로그램 (FIACL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ellowship of IACLE – FIACLE 에 대해 승인 된 회원은 멤버십이 활성 상태 (매년 

갱신)이고 FIACLE 프로그램의 약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Fellow FIACLE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CLE 사례 보고서, 이미지 갤러리, 학생 플래시 카드, 연구 업데이트 등과 같은 기타 

많은 IACLE 리소스 및 프로그램은 회원 전용입니다. 회원들은 또한 IACLETOP 에 

대한 웨비나, 지역 회의, 지역 및 세계 대회를 포함한 IACLE 행사에 독점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계약 

 IACLE 에 가입하거나 멤버십을 갱신 할 때 회원은 모든 IACLE 프로그램 및 

리소스와 관련된 저작권을 IACLE 이 소유하고 보유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IACLE 교육 자원이 직접 감독하에 자신과 학생 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해 

야합니다. 

https://iacle.org/programs/iacle-contact-lens-course/
https://iacle.org/programs/student-trial-exam/
https://iacle.org/programs/distance-learning-program/
https://iacle.org/programs/fellowship-exam/
https://iacle.org/programs/fiacle/


회원은 IACLE 의 서면 승인 없이는 IACLE 의 프로그램과 리소스가 기관 / 회사 외부 

또는 동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 리소스 또는 그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편집 및 / 또는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IACLE 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IACLE 이 위반 당사자 /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