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TI Program 

기관소속회원가이드라인

1
2020.01



메 뉴

1. 회원가입................................................................... 4쪽

2. 교육과정 추가........................................................11쪽

3. 교육과정 수강...................................................... 13쪽

4. 교육과정 추가 및 제거...................................... 16쪽

5. 출생년도 정보 업데이트................................... 17쪽

6. 교육이수증 출력.................................................. 19쪽

2



아니오

예

예

예

CITI-KOREA 기관회원 여부 확인: CITI Program 홈페이지(https://www.citiprogram.org/) 

회원가입 1단계 및 기관 추가메뉴에서 학습자의 소속기관 이름이 검색됩니까?

학습자가 소속기관의 교육지원대상에 해당

합니까?

CITI Program KOREA 개인회원에 해당.

교육비 결제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익일에 학

습자 메일로 발급.

CITI Program KOREA 기관소속회원에 해당.

회원가입 후 즉시 교육 수강 가능.

소속기관이 선택·지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예정입니까?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을 이수한 즉시 학습

자가 직접 출력.

아니오

아니오

1. 기관소속회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마련된“개인회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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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https://www.citiprogram.org/에 접속



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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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클릭



1. 회원가입 – 소속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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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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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2단계: 개인정보 입력(성명, 이메일주소)

회원가입 3단계: ID/비밀번호 입력

회원가입 4단계: Republic of Korea 영문명 입력

회원가입 5단계: 설문조사 참여의사 입력

1. 회원가입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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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 계속 (회원가입 6단계)

* 교육이수증에 기재될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기관에 따라 기관별 입력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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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 계속 (회원가입 7단계)

* 수강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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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 완료 / 학습수강



2. 교육과정추가

11



12

2. 교육과정추가



3. 교육과정수강

로그인> 메인메뉴> Courses  소속기관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름을 클릭하여 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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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과정 클릭



1. 이용약관 클릭

3. 교육과정수강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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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합니다” 선택 후 확인



3.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명 클릭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하신 후에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과목을 클릭하며 교육을 수강해나가시면 됩니다.  

3. 교육과정수강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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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추가 및 제거

먼저, CITI Program 홈페이지(https://www.citiprogram.org/)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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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tiprogram.org/


5. 출생년도정보 업데이트

“소속기관 정보 업데이트”에서 출생년도 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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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이수증출력

먼저, CITI Program 홈페이지(https://www.citiprogram.org/)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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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tiprogram.org/


기타 문의사항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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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edu@bicstudy.org

02-749-7700

bicstudy.org

Operation Hours

M-F 10am~6pm

https://bicstud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