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계십니까? IACLE 회원은 IACLETOP 내의 Student Area 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및 평가 기회를 위한 특별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Student Area 에는 교육자가 개별 교육 콘텐츠 및 평가를 

생성하는 동시에 이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IACLE 리소스를 교육에 합리화하고 통합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학생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되며 귀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학생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리소스 : 

 

• Student Trial Exam – ran through IACLETOP, the STE is available in two formats 

(50 or 100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can be accessed as frequently as 

desired. Students can resit the STE as required, allowing progression to be 

monitored and compared. 

• IACLE Case Reports – available in two formats, as self-directed learning or to 

use as a flipped class environment. Each Case Report can be delivered as a 

tutorial using the Nearpod software. 

• IACLE Global Webinars – offered in English, Chinese, Korean, Spanish and 

Bahasa.  

• Student Trial Exam  – IACLETOP 을 통해 실행되는 STE 는 두 가지 형식 (50 개 또는 

100 개의 객관식 문제)으로 제공되며 원하는 만큼 자주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STE 를 다시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IACLE Case Reports – 자기 주도 학습 또는 플립 러닝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각 사례 보고서는 Nearpo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습서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IACLE Global Webinars –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바하 사어로 제공됩니다. 

 

Student Area 의 장점  

• 교육자는 최신 Canvas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신의 과정을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iacle.instructure.com/login/canvas
https://iacle.org/programs/student-trial-exam/
https://iacle.instructure.com/courses/182
https://iacle.instructure.com/courses/35
https://iacle.org/programs/student-trial-exam/
https://iacle.instructure.com/courses/182
https://iacle.instructure.com/courses/35


 

 

• 개별 공간은 학생이 만든 코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IACLE 리소스를 통합하거나 직접 생성 

• 다양한 Canvas 도구를 탐색하여 사용자 지정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자동으로 성적을 생성하는 내장 된 평가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테스트하고 검사합니다. 

• 코스에 대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토론 게시판을 만듭니다. 

• 학생들이 마감일을 추적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캘린더 

시스템 

• 라이브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제공 

• 공동 학생 학습을 위한 작업 공간 만들기 

•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지 사항 배포 

 

교육자 추천사 

 

‘IACLETOP의 Student Area 는 특히 강의가 완전히 가상 모드에 있을 때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콘택트 렌즈 강의를 제공 할 수 있는 놀라운 

플랫폼입니다. 강의 노트를 공유하고 과제를 작성하고 쉽게 학습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교육에 관한 한 IACLE 의 가장 

유용한 리소스 중 하나입니다. IACLE 팀 감사합니다. 이 훌륭한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FIACLE Runa Mazumder, Vidyasagar College of Optometry & Vision Sciences, Kolkata, India 

 

‘매우 흥미롭고 귀중한 경험입니다. 학생들도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온라인 시나리오에서 콘택트 렌즈 강의를 보다 대화형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Mumtaz Qazi, Lotus College of Optometry, Mumbai, India 

'우리는 IACLETOP 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 시험 시험을 수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STE 에 앉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능을 탐색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 영역은 다양한 사례 보고서, 플래시 카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ACLETOP 을 만들고 콘택트 렌즈 

교육자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신 IACLE에 감사드립니다.” 

 

FIACLE Ankit Varshney  

학생 추천사 

‘Student Area의 가장 유익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 전화를 통해 녹화 된 

모든 동영상 강의에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앱에 직접 과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세션이 산만해서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내 연구에 

대해 걱정했지만 IACLETOP 은 온라인 학습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Suraj Dalal, 3rd Year Student at Hari Jyot College of Optometry, Navsari, India 

‘Student Area 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및 과제와 같은 자료에 쉽게 액세스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과제와 퀴즈를 통해 동일한 페이지에 제공되는 강의 링크를 

통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세부 정보는 이해하기 쉬우며 일정 알림을 

받을 수있는 옵션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Dharav Desai, 3rd Year Student at Hari Jyot College of Optometry, Navsari, India 

 
Watch a member share their own experience using the Student Area 

 

Student Area 에 등록하기 

 

Student Area 에 등록하기 위해 Student Area Registration Form and 을 당신 지역의 

IACLE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궁금한 점은 IACLE 담당자가 당신을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For more information 

 

https://iacle.instructure.com/courses/35/pages/iacletop-my-experience
https://iacle.s3.amazonaws.com/uploads/2021/02/IACLE_Standard-Student-Area-Registration-form_final_24.02.21_fillable.pdf
https://iacle.org/resources/iacletop/


 

 

 

IACLETOP 에 대하여 

IACLE 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인 IACLETOP 은 Canvas 를 사용하여 개발 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은 모든 IACLE 온라인 리소스 및 교육 자료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IACLE 은 전 세계 교육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맞춤화 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을 단순화하며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통합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IACLETOP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