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가이드라인(연구자용)
INUIRB Guideline for Researchers

<심의 전 준비사항>
❍ 참여 연구자 생명윤리 교수 이수
1)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
2)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교육> 수강
3) 이수증 발급
<심의 구분>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
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연구자가)
직접 조사ㆍ분석하여 수행하는 연구
<심의 종류>
1. 신규심의 : 새로운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의 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최초의 심의
* 제출서류
- 신규심의 신청서[A-1]
- 연구계획서[A-7]
- 연구계획서 요약서[A-7-1]
- 생명윤리준수서약서[A-8]
- 이해상충공개서[A-9]
- 이력서[A-10]
-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 그 외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동의서, 모집문건, 연구비 산정내역서 등을 제출
2. 보완 재심의 : 신규심의 후 ‘보완 재심의’ 판정으로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수정된 계획서를 다시 제출 후 재심의를 받거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진행
* 제출서류 : 신규심의의 필수 제출서류 일체와 보완요청답변서[A-21]를 제출
3. 변경심의 : 이미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하는 심의
* 제출서류
- 변경심의 신청서[A-4] 및 관련 서류
4. 지속심의 : 기 승인된 연구의 승인 유효기간 1년(승인일로부터 1년)이 만료될 경우 받
아야하는 심의
* 제출서류
- 지속심의 신청서[A-3]
- 승인 받은 기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등
5. 문제발생 : 기 승인된 연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 문제
발생 이력이 있는 연구과제는 지속심의 및 종료보고 시 반드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예시
가. 연구계획 미준수
나. 연구대상자 등에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다. 연구대상자 비밀 침해, 연구기록의 파괴 및 분실 등
* 제출서류
- 연구계획 미준수/중대한 이상반응/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서[A-17] 및 관련서류
6. 종료보고 : 기 승인된 연구는 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종료보고서[A-5] 및 관련 서류
7. 결과보고 : 기 승인된 연구 등에 대하여 연구종료 후 분석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을
보고하는 것으로 국내외 논문, 특허, 서적, 연구 보고서 및 졸업 논문 등이 해당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A-6] 및 관련 서류
8. 심의면제 :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라고 할지라도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
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
지 않는 연구 등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계획서 심의 면제가 가능
* 제출서류
- 심의면제 의뢰서[A-15]
- 연구계획서[A-7]
- 연구계획서 요약서[A-7-1]
- 생명윤리준수서약서[A-8]

- 이해상충공개서[A-9]
- 이력서[A-10]
-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 연구과제 성격에 동의서, 모집문건, 연구비 산정내역서 등을 제출
* 심의면제 대상 : 링크 참조(http://irb.or.kr/menu02/commonDeliberation.aspx)
<심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