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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int CUHK-NTEC CREC is an independent committee established by CUHI(NTEC and 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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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ientific reyiew and oversight of clinical studies wifhin the jurisdiclion of CUHK/NTEC in accordance wí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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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Wai Sang POON
Dept. of Surgery
Prince of Wales HosPital

This notice is issued by the Joint CUHK-NTEC CREC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submission by
you, being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following study at your study site:

o Study

protocol

Autologous Mesenchymal Stem Cell Therapy Trial in Stroke Patients

Title:
o

WONG Kent Kam Sze TSANG
Anil Tejbhan AHUJA
LU
Ka Sing WONG
WONG Ho Keung NG

Investigator(s): \üai Sang POON
Xian Lun ZHU
George Kwok Chu

Hoi Tung
Gang

In accordance with ou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we have duly performed ethics and scientific
review of your application/submission as detailed below:
o Nature of

Your

Application/Submission,
o Mode of Review:
o l)ate of

InitiaVRenewal

n
n

n

Initiat application
Amendments/changes

rulreview

!
X
I

others:
Renewal
Expedited review

25 May 2014

Approval:
o l)ocument(s)
o

Reviewed:

Reviewer(s):

See Schedule I
See Schedule 2

After due review by our reviewer(s), we hereby write to inform you of our decision on your
application/submission as follows
o Decision:

.

Regular Progress
Report(s) Required:

:

I
!

ApplicatiorVsubmission approved
Application/Submission approved with condition(s) (see
condition(s) below)
! ApplicatiorVsubmission approved with remark(s) (see remark(s)
below)
n Application/Submission approved with condition(s) and
remark(s) (see condition(s) and remark(s) below)
Every l2months from the date of initial/renewal approval and during
the period ofthe study if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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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being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study at your study site, are reminded to comply with o¡;r r"qui,".å# å$åiB
principal investigator's responsibilities
maintain communication with u! during the p".iod oî th" study by undertaking the

ti*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indemnity agreement
the study is an industry-sponsored clinical study, submitting to us a copy of the fully executed
(if it has not been submitted yet);
satisfoing the Hospital eíthorþ's requirement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study
applicable requirements under ou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IRB/REC SOP')'
observing and complying wit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nd the ICH GCP (if applicable);
with the requirements
submitting regular progress report(s) at the required intelals (as specifred above) in accordance

if

.

lt

o
o
o
.
o
r

in the IRB/REC SOP;

approval,
not implementing any amendment lchange to any approved study documenlmaterial without our written
is only of an
except where necessary to eliminate any-l-meaiate-hazardto the subjects or if an amendmenVchange
administrative or logistical nature;
the subjects or the
notifying us of any new information that may adversely affect the rights, safety or well-being of
proper conduct ofthe studY;

and may
i.pàrting any deviation from the study protocol or compliance.incident_that has occuned during the study
IRB/REC
the
in
the
requirements
with
in
accordance
subject
of
any
udurrr.f afiect the rights, safety o. *.il-b.ing
SOP;

your study site in
submitting safety reports on all SAEs observed at your study site or SUSARs reported fiom outside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in the IRB/REC SOP; and
or termination of
submitting a final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in the IRB/REC SOP upon completion
the study at your studY site.

and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above, you are also reminded to observe and comply with other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o
o
.
o

the Hong Kong
required by Hong Kong laws or regulations, obtaining a certificate for clinical trial through
Department of Health and complying with the associated requirements;
lom the management of your institutior/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obtaining the necessary

if

"onr.nt
requirements of your institution/departrnent;
if iequired by lócal laws or regulations at conducting site out of IRB/REC's jurisdiction, obtaining an approval and
complying with associated requirements;
view that the approval
not ieiresenting to any third puay or in any way likely to mislead any third party forming the
from the IRB/REC has any exhaterritorial effect; and
the preceding
with due diligence ensuring your teams, staff, agents or whosoever connected with you to comply with
requirements.

Yours sincerely,

Envy Lee (

for and on behalf

of

CREC
CUHK-N'
The Joint CUHK-NTEC
EL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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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长 海医院伦理委员会
Shanghai Changhai Hospital Ethic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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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长海医院伦理委员会批准函
A

方案受理编号：

roval Letter

审查日期

2016· 062

Date:

囗快 审2016 · 10·21

伦理批件编号：
CHEC2016

囝 会议 审查

· 111

研 究方案全称/简称 或编号
Protocol Title/ Number:

申办者 sponsor:

咐件囝 有 囗 无

会议 编号：
Meeting№，

M2016 · 006· 2016 · 09· 13

长期核苷类抗 乙肝病毒药物相关肾损伤监 测和干预
试 验 产 品 名 称
product：

study

CFI)A 批 件 号 Approval Numberby CFDA

上海长海医院 感染科
本 院主要研 究者/科室 Pl/site

梁雪松/感染科

组 长单位名称
审查决定 （在 囗 内划 × ）Decision for this proposal:

囝同意 Approved

囗 修 改后同意

Approvedwith Recomendati on

囗 不同意 Disapproved

囗 终 止或暂停试 验

Terminat i on/Suspensi on

跟踪/持续审查频率：本 项目首次批准后每 12 月递 交进展报告；
研究需按照伦理委 员会审查批准的方案和知情同意书进行，具 体说明见第 2 页 。

受理审查文件 （含 版本号 ）如 下 ：List of revieweddocuments
山 VersionNo.
1.研 究方案：版 本号 1 · 2，日 期 2016年 10月 18 日；

2，
知情同意书：版 本号1· 2，日 期 2016年 10月 18 日；
3，
版 本号1.1 ，日 期 2016年 03月21 日。
病例报告表；

主任委员签名：

上海长海医院伦理委员 （ 盖章）：

日期 ；2016年 10月28日

业务专用《

地址：上 海 市杨浦 区长 海路 ] 68号
Address:No. 168，
ChanghaiRoad，
Yangpu District, Shanghai,China
电话 &传 真 Tel & Fax: 86· 21刁1162338， 邮政 编码 ：postcode ：
邮箱 Email:changhaiec@126.com
2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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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Tel : 82-31-787-8801~8805
Fax : 82-31-787-88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우) 13620

본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 연구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의 승인 이전에 연구대상자의 해당 임상연구의 참여 금지됩니다.
2.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 이전에 원 임상연구 계획서와
다른 임상연구의 실시는 금지됩니다.
3. IRB 승인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연구대상자에게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과정을 수행할 것이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원 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증가 시키거나 연구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의료기기 반응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나 임상 연구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8. 위원회의 승인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지속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9. 심의결과가 승인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10. 위원회가 연구를 반려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1. 연구종료 시에는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료기기법, 헬싱키 선언 및 ICH-GCP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헬싱키선언에 따라 모든 임상시험은 첫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primary registry)에 연구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http://register.clinicaltrials.gov 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IRB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4.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하여 기관의 내부 점검 및 외부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내부 점검자,
외부의 모니터요원 및 점검자, 규제기관의 실태조사자 등이 연구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본 통보서에 기재된 사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본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ICH-GCP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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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No.
연구 과제명

심의결과통보서

B-1406/254-004

제출경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문)

췌장암에 대한 내시경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술 후 바닥 및 덮개 슬라이드 검체 사이의 진단적
정확도에 대한 비교

(영문)

Comparison of the Diagnostic Accuracy between Base and Cover Slide Smear after
Endoscopic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for Pancreatic Cancer

Protocol No.

연구자

Version No.

책임연구자

3.0

성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김재환

내과

교수(진료교수이상)

소화기내과

의뢰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연구 종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단성생식배아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임상시험 외
연구

증례보고

생태학적 연구

단면조사 연구

조사,설문,인터뷰 연구

환자군 연구(case series)

환자-대조군연구

인체유래물 저장소 연구

등록(레지스트리)연구

시판후사용성적조사(PMS)

전향적 코호트 연구

기타

( 인체유래물 연구 )
의약품

임상시험
연구대상

후향적 코호트 연구

생물학적제재

의료기기(분류번호(등급): )
일반명

기타 ( )

EUS-FNA 슬라이드 검체

제1상

제 1/2 상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2상

상품명

해당사항 없음

제 2/3 상

제3상

제4상

Phase
생물학적동등성

PMS 연구

Phase 분류 없음

식약처 승인 대상

기타 ( )
승인 제외 대상

식약처 승인 대상 여부
* 식약처 승인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추 후 식약처 승인서 제출 바랍니다.
학술용

국내(KFDA)허가용

임상시험 목적
해외 허가용 (국가명 :)
연구계획서승인일
승인유효 만료일

2014년 06월 20일
~ 2016년 06월 19일 까지

정기보고주기
연구위험도

심의대상

종료보고서

심의종류

접수일자

2016년 04월 25일

심의일자

심의결과통보일

1년
low risk
정규심의 (회의차수:

)

신속심의

긴급심의

2016년 04월 27일

2016년 04월 27일

심의목록

종료보고

심의결과

승인

Result: Approval
본 통보서에 기재된 사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본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ICH-GCP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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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에서 승인한 대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연구의 연구종료를 승인합니다.
심의의견

* [안내사항] HRPP SOP II.D.10에 근거하여 책임연구자는 종료보고를 제출한 이후 결과보고서 (논문 등의 결과
물 포함)를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기관 공동연구 등의 사유로 결과보고가 1년 이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IRB에 『기타보고서』 를 통하여 해당사유를 사전에 심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본 통보서에 기재된 사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본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ICH-GCP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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