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1.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1.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Explorer를 이용해 주십시오. 검색창에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을 입력한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edu.cdc.go.kr/)

https://edu.cdc.go.kr/


1.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2. 회원가입 하기



2. 회원가입 하기

로그인 창 하단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을 클릭합니다.

클릭



2. 회원가입 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하단 부의 ‘사용자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2. 회원가입 하기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버튼에

동의 체크를 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 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하단 부의 ‘사용자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 하기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설치 팝업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 하기

하단부에 다운로드 된 설치파일을 클릭해 설치합니다.



2. 회원가입 하기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2-1.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주 거래 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ex) 하나은행



2-1. 공인인증서

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증센터 > 인증서 신규/재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은행 안내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ex) 하나은행



2. 회원가입 하기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가 끝나면, 사용자정보 입력 창으로 넘어옵니다. 
아이디를 입력한 후 기관명 탭 끝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 하기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고려대학교를 검색한 뒤 소속 단과대를 찾아 클릭합니다.
Ex) 고려대학교 본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소속 > 고려대학교 본교 대학 문과대학 클릭



2. 회원가입 하기

수료증에 적힌 소속 기관이 고려대학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려대학교로 소속을 추가해두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하기

기관명 등록을 마치면, 휴대폰번호 인증 버튼을 클릭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2. 회원가입 하기

마지막으로 기관(부서) 전화번호 탭에 고려대학교 대표 번호를 입력합니다. (02 3290 1114)



2. 회원가입 하기

사용자정보 입력을 마치면 권한신청 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위의 빨간 박스 안의 교육 란에만 체크표시를 하고 다른 곳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2. 회원가입 하기

권한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완료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 절차가 완료되고, 이제 승인을 기다립니다.



2. 회원가입 하기

위 창의 사용자 가입신청정보확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방금 입력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하기

권한 체크표시, 기관명 등 정보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로그인 하기



Chrome, Edge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Explorer로 접속하여 주십시오.



3. 로그인 하기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가입이 승인됩니다. (정확히 승인이 나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하기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오면, 빨간 박스 안의 ‘승인’ 표시를 통해 승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하기

이제 메인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ID 로그인이 아닌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클릭



4. 수강신청 하기



4. 수강신청 하기

로그인 한 뒤,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해야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클릭



4. 수강신청 하기

개인정보수정 칸의 이메일, 직업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개인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

클릭



4. 수강신청 하기

수정이 완료되면 상단의 과정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4. 수강신청 하기

과정안내 창에서 ‘1기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과정을 찾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5. 교육 수강하기



5. 교육 수강하기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상단의 수강과정을 클릭해 위와 같은 창으로 넘어옵니다.

클릭



5. 교육 수강하기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강의실 팝업창을 띄웁니다.

클릭



5. 교육 수강하기

빨간 박스 안의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1회차~4회차를 수강합니다. (2시간 가량 소요)

클릭



5. 교육 수강하기

수강이 완료되면 학습하기 버튼이 이 위와 같이 복습하기 버튼으로 바뀝니다.



6. 수료증 출력하기



6. 수료증 출력하기

팝업창을 닫고, 수강과정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클릭



6. 수료증 출력하기

수강과정 페이지 하단의 수강종료 과정 > 수료여부 아래의 수료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6. 수료증 출력하기

위와 같이 수료증이 나오면, 화면에 우클릭 후 ‘다른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름/확장자로 저장합니다.



6. 수료증 출력하기

파일 이름: 질병관리본부 IRB 온라인 교육_홍길동(수강자명)_20200207(수강일자)

파일 확장자: PDF



7. IRB 홈페이지 접수



7. IRB 홈페이지 접수

IRB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교육 > 온라인교육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7. IRB 홈페이지 접수

질병관리본부 교육 화면이 나오면 하단의 ‘이수증 첨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7. IRB 홈페이지 접수

수료증을 첨부한 뒤, 수료증에 적힌 이수번호, 이수일,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7. IRB 홈페이지 접수

만료일은 이수일 +1년으로 입력합니다. (이수일 2020. 02. 07 > 만료일 2021. 02. 06)

작성을 완료하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IRB 홈페이지 접수

간혹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 수정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확인 후 접수가 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중요*

심의 접수 마감일 3일 전에는

꼭 수료증을 접수해주세요.

수료증을 접수하지 않으면

심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