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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 Program 2.0 

신규학습자(기관소속회원) 가이드라인 



메   뉴 

1. 회원가입 절차 

2. 교육과정 수강 안내 

3. 교육이수증 신청 



1. 회원가입  

https://www.citiprogram.org/에 접속 

한국어 클릭 



회원가입 클릭 

1. 회원가입 



소속기관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  

기관명의 일부만 입력해도 선택 가능한 CITI-KOREA 기관회원 리스트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1. 회원가입 – 소속기관 선택 



1. 회원가입 – 계속 

회원가입 2단계: 개인정보 입력(성명, 이메일주소) 

회원가입 3단계: ID/비밀번호 입력 

회원가입 4단계: 성별/인종 입력 

회원가입 5단계: 설문조사 참여의사 입력 



1. 회원가입 – 계속 

기관소속회원은 반드시  

사원번호/학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기관소속회원은 소속기관에 따라 기관별 입력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상관없이 사원번호/학번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1. 회원가입 – 계속 

IRB 심의에 참여하는 IRB 위원  

인간대상연구를 계획,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  

IRB 행정직원, 연구행정 등  

IACUC 심의에 참여하는 IACUC 위원  

동물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IACUC 행정직원  

동물대상연구  

선택기관만 제공 



앞에서 선택한 역할(Role)에 따라  

회원가입 7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달라집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는 다음 페이지 참고    

1. 회원가입 – 완료 

신규 학습자들이 수강하는 기본과정 

기본과정(Basic Course)을 기수강한 학습자들이 수강가능한 보수과정 

기관이 지원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개인적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선택 



1) 인간대상연구 

의과학 연구 
(Biomedical Research) 

사회행동과학 및 교육 연구 
(SBE Research) 

 인간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

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중 의학분야 임상연구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보통 병원, 제약회사 및 기타 의료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과정을 수강. 

 인간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중 사회, 교육 등 기타 비-의학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보통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심리/사회/법학 등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과정을 수강. 

임상시험관리기준 
(Good Clinical Practice)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연구하는 “임상시

험”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수강해야 하는 교육과정. 

 GCP-US FDA focus: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과 관련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

자 또는 미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대해 학습하시려는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수강. 

 GCP-Medical Devices: 국제적인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수강.  

 GCP-Drugs, ICH-focused: 국제적인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자들 또는 국제임상시험실시

기준(ICH)에 대해 자세히 학습하시려는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수강 . 

IRB 위원장 
(IRB Chair)  IRB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회의주재자 혹은 그 외의)에 대해 다룬 교육과정. 

 IRB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준비 중인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수강. 

교육과정 안내 



동물 종(Species Specific)
별 세부과정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종(種)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과정, 및  

 항체생산, 무균수술  및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교육과정. 

 실험동물 사용 및 보호(ACU)의 심화과정으로 관련 분야의 깊이있는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IACUC 

위원, IACUC 행정간사, 실험동물 관리자 및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 관련자 분들은 이 

과정을 수강. 

실험동물 사용 및 보호 
(Animal Care and Use)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치료와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다룬 교육과정. 

 IACUC 위원, IACUC 행정간사,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실험동물 관리자 등의 관련

자 분들은 이 과정을 수강. 

2) 동물대상연구 

교육과정 안내 



책임 있는 연구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대학원생, 교수, 과학자 등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

구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 교육과정. (멘토링, 저작권/지적재산권,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

한 내용 포함) 

 RCR 과정은 학문분야와 연구수행 목적 및 방법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하위범주로 구분. 

 의과학/사회행동과학 및 교육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행정담당자, 엔지니어, 과학자들은 윤리적인 

연구수행과 논문작성을 위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RCR 과정을 선택해 수강. 

3)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Information Privacy & Security) 

 건강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정책 및 원칙들을 다룬 교육과정.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이 과정을 수강.  

 IPS 교육과정은 임상연구자, 기금 모금자, 학생 등 자신이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위범주로 구분. 

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IPS) 

교육과정 안내 



2. 교육과정 수강 

로그인 후, 메인메뉴  소속기관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름을 클릭하여 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처음 회원가입 시에 선택한 역할(Role)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공됩니다.  

해당 교육과정 클릭 



2. 교육과정 수강 - 계속 

1. 이용약관 클릭 

2. “동의합니다” 선택 후 확인 



2. 교육과정 수강 - 완료 

3.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명 클릭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하신 후에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과목을 클릭하며 교육을 수강해나가시면 됩니다.   



3. 교육이수증 신청 

[교육이수증신청] or Certification 메뉴 클릭 후 관련 서식 작성 

 학습자가 작성한 글의 답글로 “교육이수증” 발급  

CITI-KOREA 홈페이지 확인 

교육을 수강하시는 CITI Program 과는 다른 사이트  



기타 문의사항은 CITI-KORE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