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번호: 

ECG-ViEW II 1994-2013 자료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자료는 여러 가지 익명화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되었습니다. 하

지만 본 자료에는 익명화를 위해 그룹화된 생년월일, 성별, 진단명, 처방 등과 같은 인구학적, 의

학적 정보들이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출판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 개인에 대해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료

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보려 하거나, 특정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다른 자

료와 연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데이터는 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CITI, 

https://www.citiprogram.org/)에서 교육을 받은 연구자에게만 허가될 예정으로, 밑에 유효한 

CITI 교육 이수증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본 자료의 이용 허가를 위하여, 아래의 조항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1. 본인은 연구를 목적으로 한 통계적 보고와 분석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본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본 자료를 연결하려 하거나, 제3자가 연결하

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신원을 알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하거나 출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

례에 대해 발생된 정보를 포함하여 환자 개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발표하거나 출판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극소수 집단에 대한 통계정보에 대해서도 발표하거나 출판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ECG-ViEW Program의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전체 혹은 부분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3자가 공개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본 자료를 이용할 연구팀의 구성

원 전원은 반드시 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본인은 ECG-ViEW Program의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CG-ViEW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소스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도용하지 않겠습

니다. 

7. 본인은 데이터에 적용 되어있는 암호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 동의서 사인을 한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가 

종결된 즉시 폐기할 것 입니다. 

9. 본인은 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동의서에 포함된 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적절

한 정보보호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0. 본인은 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CITI) certification이 거짓이 없음을 확

인하며, 만약 거짓으로 밝혀질 때는 어떠한 법적 제제도 감수할 것에 동의 합니다. 

11. 본인은 모든 출판물에 정보의 출처를 명시할 것이며, 사용한 자료에 관해 적절히 인용하겠습

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조항들을 모두 준수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서명합니다. 

 

CITI 교육이수 번호 (Complete Report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동의서에 이름과 날짜, 서명을 기재하여 ECG-ViEW Program으로 보내주십시오. 

또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팩스번호: 031-219-4472 

 이메일주소: abmi@aj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