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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Yunhui DO (Clinical Associate, MedDRA MSSO)

Bio Yun Hui Do works as a Clinical Associate with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MedDRA training and providing Help Desk 
services and other support in the Republic of Korea. 
She was a researcher/assistant manager at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 Risk Management (National PV agency) 
from 2015 to 2018. She was mainly involved in methodological research in Pharmacovigilance and signal detection 
and assessment in the Office of Drug Safety Information. In 2018. She was dispatched to affiliate organisation, the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o engage in a project to develop a new integrated dru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e earned her Bachelor’s degree in Pharmacy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2012 
and the Master of Public Health (MPH) from Imperial College London in 2015. Prior to MPH, she worked as a clinical 
pharmacist in Changwon Fatima Hospital as well.

2019년 1월부터 MedDRA MSSO 한국 지원 및 교육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약 3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서 국외 안전성 정보 수집 및 실마리 분석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TF팀
으로 파견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2015년에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Summary The main topics include coding and data analysis, which are the application aspects of ICH M1 MedDRA terminology. 
First, this presentation will provide the recent updates and projects from the MedDRA MSSO.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scop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MedDRA will be discussed so that Points to Consider documents, ICH-
endorsed Guide documents for MedDRA users, can be explained in more details. The MedDRA browser will be used to 
demonstrate a few examples of clinical data coding. The session will then conclude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SMQs(Standardised MedDRA Queries) to explain how MedDRA resources can be used in data analysis.

ICH 가이드라인 M1 MedDRA의 활용 적인 측면인 코딩 및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한다. 먼저, MedDRA MSSO의 최신 정보와 소식을
소개하고 MedDRA 배경과 기초적인 지식을 간단히 설명한 뒤, ICH 보증한 MedDRA 가이드라인 문서인 고려 사항(Points to 
Consider) 문서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다. 특히, MedDRA 브라우저 사용법을 시연하고 이를 활용한 코딩 예시
문제를 풀어보며 최적의 용어를 찾기 위한 접근법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표준 검색어 목록(SMQ)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
하며 MedDRA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기초적인 사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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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및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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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국제의약용어)는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후원 하에 개발되었습니다. 
MSSO(MedDRA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Organization, 국제의약용어 유지·관리 기구)의 유지 관리
활동은 ICH MedDRA 관리 위원회 (Management 
Committee)의 관리 ·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ICH 
회원 기관 및 영국의 MHRA(th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캐나다의 Health Canada 
그리고 WHO(참관 자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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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문서의 ICH 저작권이 항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 복제, 다른 작업물에 통합, 변경, 
수정, 번역 또는 배포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변경, 수정 또는 번역 시, 원본
문서에 대해 또는 원본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대해 라벨
표기, 구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본 문서의 변경, 수정 또는 번역을 ICH가 보증하거나 후원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문서는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ICH 또는 원본 문서의 저자는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책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에 언급된 권한은 제3자가 제공한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문서의 경우, 본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복제
권한을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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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최신 정보 및 MSSO 소식



COVID-19 관련 용어

• 23.0 버전 4월 (추가) 업데이트

– 60여개의 COVID-19 관련 용어 포함하여 예외적으로 다시 배포

• 9월 23.1 버전에서 관련 용어가 더 추가되었음

• COVID-19 관련 자료 링크는 MedDRA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 COVID-19 관련 용어 스프레드시트 파일 포함

• COVID-19(SMQ)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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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버전에서 추가된
COVID-19 관련 용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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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T PT HLT 일차 SOC

COVID-19 악화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및기생충감염

소아다계통염증증후군
소아다계통염증
증후군

면역및관련상태
NEC

면역계장애

SARS-CoV-2 패혈증 SARS-CoV-2 패혈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및기생충감염

SARS-CoV-2 분자시험
양성

SARS-CoV-2 시험
양성

바이러스동정및
혈청학

임상검사

SARS-CoV-2 IgG 항체
시험

SARS-CoV-2 항체
시험

바이러스동정및
혈청학

임상검사

팬데믹으로인한약물부족 제품가용성문제
제품공급및가용성
문제

제품문제



PtC 전체버전 문서 한국어 번역

• 23.0 버전의 PtC 문서를 기초로 번역 시작

• 매년 3월에 업데이트 (연2회에서 주기 변경)

• 한국어 - 현재 Support documentation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meddra.org/how-to-use/support-
documentation/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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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MED-MedDRA 매핑 (1)

• WEB Recognising Adverse Drug Reactions: Work Package 
4 “용어집 매핑 및 유지 관리”

– WEB-RADR 2 프로젝트는 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IMI)에서 후원함

– SNOMED CT와 MedDRA간 초기 양방향 매핑 개발

• SNOMED로 코딩된 EHR 데이터를 이상 사례 보고를 위해
MedDRA로 변환

• MedDRA 코딩된 규제 데이터를 의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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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MED-MedDRA 매핑 (2)

• 알파 테스트/검토 피드백 분석 – 2020년 10월

• 매핑 파일 SNOMED CT International 2021년 1월 개정판 및
MedDRA 2020년 9월 버전으로 업데이트 – 2021년 1-2월

• COVID-19 관련 용어도 포함하기 위해 매핑 범위를 확장

• 정식 매핑 배포 – 2021년 4월

• SNOMED International과 ICH/MSSO에서 프로덕션 매핑
파일을 계속 유지 관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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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APIs

• MedDRA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여러 사용자의 요청이 있었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모델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MedDRA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MedDRA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검증된 도구 제공

• 2020년 8월까지 사용자 검증/평가 기간

• 2020년 4분기 중 본격적으로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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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정보

• 어디서 관련 문서와 업데이트를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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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dra.org/meddra-apis

MedDRA 홈페이지 접속 > How to Use > Tools > APIs

Direct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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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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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란?

Med = Medical

D = Dictionary for

R = Regulatory

A = Activities

☞ 규제 활동을 위한 의약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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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의 MedDRA 개발

• 1990년대 – 표준화 된 국제 의약 용어가 없었음

• 1993년 – 실무 그룹(Working party) : 산업체와 EU 규제
당국에서 영국의 의약 용어집(UK Medicines Control 
Agency terminology)을 수정하기 시작

• 1994년 10월 – ICH에서 MedDRA를 국제 의약 용어의 기초로
채택하였고, ICH M1 전문가 실무 그룹을 설립

• 1999년 3월 - MSSO (Maintenance & Support Services 
Organization) 와 JMO (Japanese Maintenance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MedDRA를 배포 (버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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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위원회와 MSSO 관계
(MedDRA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Organization)

• ICH에서 MedDRA 소유권/저작권을 갖고 있음

• ICH MedDRA 관리 위원회

– MSSO에서 MedDRA를 관리(개발 및 배포)하도록 계약 체결

– MSSO의 모든 활동을 감독

• MSSO와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가입 사용료(Subscription rates) 책정

•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및 서비스 등을 승인

– 위원회 구성원은 ICH 국가 규제 기관기관 및 산업 협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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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규제 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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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uropean
• EudraVigilance, 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s 

(GVP)에서 MedDRA 사용을 명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문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FDA, US
• FAERS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VAERS (백신) 및

CAERS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MHLW/PMDA, Japan

•전자보고시, MedDRA 사용의무



ICH 규제 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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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nada, Canada
• Canada Vigilance database

• 이상 사례 보고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문서(Product 

Monograph)에 MedDRA 권장

Swissmedic, Switzerland

• 2013-14년에 WHO-ART에서 MedDRA로 변경

• ElViS (Electronic Vigilance System)

NMPA, China

• 임상 시험 SUSAR 전자 보고에 E2B(R3) 사용 (2018년 5월)

• 시판 후 ICSRs 보고에도 E2B(R3) 사용 예정 (2019년 7월)



한국어 MedDRA 배포

• MedDRA 22.1 버전 한국어 첫 배포(2019년 9월 15일)

19

− 현재 23.1 버전 최신

− 식약처 새로운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http
://nedrug.mfds.go.
kr)에 적용이 되어
있음(베타 오픈)

− 업체 등록 시,
MedDRA ID 제출

http://nedrug.mfds.go.kr/


MedDR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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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정의

MedDRA는 규제 기관 및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사용하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국제 의약 전문 용어 입니다. 이 용어는
시판 전 부터 시판 후까지, 전 규제 과정에서 사용되며, 
데이터 입력(Entry), 검색(Retrieval), 평가(Evaluation) 및
결과 제시(Presentation)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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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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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안전성 보고서(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및 안전성 요약 정보(Safety Summaries)

임상시험 보고서

임상시험자 자료집(Investigators’ Brochures) 

핵심 안전성 정보 (Core Company Safety Information)

신약 허가 신청(Marketing Applications)

논문 개제

처방 정보

마케팅 및 광고

규제 기관 및 제약 회사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 데이터 전송

23

• ICH 표준 가이드라인
식별 번호: E2B
– E:Efficacy

– E1~E19

• 전자 전송 규격

• 사용 코드/데이터로써
MedDRA를 포함



MedDRA를 사용하는
E2B R3 항목

규제 기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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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상사례 전자보고양식 E2B(R3)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식약처, 2016년 3월



MedDRA의 범위

의학적질환
적응증(Indications)

검사(Investigations, tests, 
results)

의료 시술및 수술
병력, 사회생활력및 가족력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s)

제품 품질관련 이슈
기기 관련이슈

제품 사용관련 이슈
약물유전학(Pharmacogenetic) 

용어
독성학이슈
표준 쿼리

I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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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전이 아님

의료기기, 
진단용 제품에 대한 사전이 아님

임상시험 디자인
관련 용어

환자에 관한 용어
(Patient demographic
Terms)

빈도에 관한 수식어

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 정보

중증도에 대한 표현



MedDR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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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Version 23.0
Update April 2020

기관계대분류(SOC, System Organ Class) (27)

상위군용어(HLGT, High Level Group Term) (337)

상위 용어(HLT, High Level Term) (1,738)

대표 용어(PT, Preferred Term) (24,313)

최하위 용어(LLT, Lowest Level Term) (81,885)



MedDR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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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Version 23.0
Update April 2020

기관계대분류(SOC, System Organ Class) (27)

상위군용어(HLGT, High Level Group Term) (337)

상위 용어(HLT, High Level Term) (1,738)

대표 용어(PT, Preferred Term) (24,313)

최하위 용어(LLT, Lowest Level Term) (81,885)

최상위 수준

분석 및 통계

코딩

그룹 용어



기관계 대분류 SOCs (1)

• Blood and lymphatic system disorders

• Cardiac disorders

• Congenital, familial and genetic disorders

• Ear and labyrinth disorders

• Endocrine disorders

• Eye disorders

• Gastrointestinal disorders

• General disorders and administration site 
conditions

• Hepatobiliary disorders

• Immune system disorders

• Infections and infestations

• Injury, poisoning and procedural     
complications 

• Investigations

• Metabolism and nutrition disorders

•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disorders

• Neoplasms benign, malignant and unspecified 
(incl cysts and polyps)

• Nervous system disorders

• Pregnancy, puerperium and perinatal 
conditions

• Product issues

• Psychiatric disorders

• Renal and urinary disorders

• Reproductive system and breast disorders

• Respiratory, thoracic and mediastinal disorders

•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orders

• Social circumstances

• Surgical and medical procedures

• Vasc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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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계 대분류 SOC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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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및 림프계 장애 (Blood)

• 각종 심장 장애 (Card)

• 선천성, 가족성 및 유전성 장애 (Cong)

• 귀 및 미로 장애 (Ear)

• 각종 내분비 장애 (Endo)

• 각종 눈 장애 (Eye)

• 각종 위장관 장애 (Gastr)

•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Genrl)

• 간담도 장애 (Hepat)

• 각종 면역계 장애 (Immun)

• 감염 및 기생충 감염 (Infec)

•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 (Inj&P)

• 임상 검사 (Inv)

• 대사 및 영양 장애 (Metab)

•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Musc)

•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낭종 및
용종 포함) (Neopl)

• 각종 신경계 장애 (Nerv)

• 임신, 산후기 및 주산기 상태 (Preg)

• 각종 정신 장애 (Psych)

• 신장 및 요로 장애 (Renal)

• 생식계 및 유방 장애 (Repro)

• 호흡기, 흉곽 및 종격 장애 (Resp)

•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Skin)

• 사회 환경 (SocCi)

• 외과적 및 내과적 시술 (Surg)

• 각종 혈관 장애 (Vasc)

• 제품 문제 (Prod)



HLT = Rate and rhythm disorders NEC

HLGT = Cardiac arrhythmias

SOC = Cardiac disorders 

PT = Arrhythmia

LLT
Arrhythmia

LLT
Dysrhythmias

최하위 용어 LLT

LLT
Arrhythmia 

NOS LLT (Non-current)
Other specified cardiac 

dysrhythmias

하나의 개념에 대한 동의어, 어휘 변형, 하위요소 등이 포함

30
모든 LLT가 표기 된 것은 아님, 일부

각종 심장 장애

각종 심부정맥

심박수 및 율동 장애 NEC

부정맥

부정맥 NOS 부정맥

부정맥



현재 미사용(Non-Current) 용어

• LLT 수준에서 플래그 되어 있음

• 더 이상 코딩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 과거 데이터 검색과 분석을 위해 남겨둔 정보임

• 의미가 모호하거나, 구식 표현 방법이거나, 불완전 또는
철자 오기인 용어들

• MedDRA 규칙에 맞지 않는 다른 용어집으로 부터
파생된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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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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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LLT 중복 번역

• 영문 MedDRA의 경우, 각 코드마다 중복된 용어는 없음

• 하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번역본의 경우 영문은 다르고
한국어는 동일한 LLT가 있음

– 별도의 MedDRA 코드를 가짐

–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PT 하위 LLT에서만 존재

– 한국어로 코딩 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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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 변경
요청(Change Request)

• MedDRA: User-responsive terminology
✓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MSSO와 함께 만드는 용어집/데이터

✓ 제안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변경 요청(Change Request)’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특히, 한국어 번역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WebCR
(https://mssotools.com/webcr/) 통해서 변경 요청 또는 알림 부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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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Multi-Axial) 구조 (1)

• 다축(Multi-axial) = 하나의 의학적 개념을 두 개 이상의 SOC로
연결하여 표현 할 수 있음

– 다른 분류 방식을 가능케 함

– 다른 데이터 셋을 통한 검색과 제시를 가능케 함

• 모든 PT에는 일차(primary) SOC가 부여되어 있음

– 데이터의 누적 결과를 표현할 때 특정 PT가 어떤 SOC 하위에
표현되는 지 결정함

– 이중 계산/집계(double counting)를 방지함

– 표준화된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가능케함

– 사전 정의된 일차 SOC 부여 정보의 임의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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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 Respiratory, thoracic and
mediastinal disorders

(이차 SOC)

HLGT =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HLT = Viral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HLT = Influenza viral 
infections

HLGT = Viral infectious 
disorders

SOC = Infections and 
infestations 

(일차 SOC)

PT = Influenza

다축(Multi-Axial) 구조 (2)

36인플루엔자

각종 바이러스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감염성 장애

감염 및 기생충 감염

각종 기도 감염

호흡기, 흉곽 및 종격 장애



일차(primary) SOC 부여 규칙

• 하나의 SOC에만 연결되어 있는 PT들은 자동적으로 그 SOC가
일차가 됨

• 질병, 징후 및 증상을 나타내는 PT들은 주요 발현 위치(site)에

대한 SOC가 일차로 부여됨

• 선천적 및 유전적 이상에 관한 용어는 SOC Congenital, familial 

and genetic disorders 에 일차 SOC로 부여됨

• 신생물에 관한 용어는 SOC Neoplasms benign, malignant and 

unspecified (incl cysts and polyps) 에 일차 SOC로 부여됨

–예외: 낭과 폴립의 경우 주요 발현 위치에 대한 SOC가 일차로 부여됨

• 감염 및 기생충 감염에 관한 용어는 SOC Infections and 

infestations 에 일차 SOC로 부여됨

37

선천성, 가족성 및 유전성 장애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낭종 및 용종 포함)

감염 및 기생충 감염



일차 SOC 부여 우선순위

일차 SOC를 부여할 때, PT가 하나 이상의 예외 규칙에
해당 하는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가 적용됨:

1st: 선천성, 가족성 및 유전성 장애

2nd: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낭종 및 용종 포함)

3rd: 감염 및 기생충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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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nital, familial and genetic disorders

Neoplasms benign, malignant and unspecified (incl cysts and polyps)

Infections and infestations 

000403



다축(Multi-Axial) 구조 (3)

아래의 SOC에 속해 있는 PT들은 오직 그 SOC에만 속해 있음, 
즉, 다축(Multi-axial) 구조가 아님

• 임상 검사

• 외과적 및 내과적 시술

• 사회 환경

39

Investigations

Surgical and medical procedures

Social circumstances



아래 PT의 일차 SOC를 고르면?

40

PT HLT HLGT SOC

Congenital 
HIV 
infection 

Viral infections 
congenital 

Infections and 
infestations 
congenital 

Congenital, 
familial and 
genetic 
disorders

Congenital 
neonatal 
infections 

Neonatal and 
perinatal 
conditions 

Pregnancy, 
puerperium and 
perinatal 
conditions 

Retroviral 
infections 

Viral infectious 
disorders 

Infections and 
infestation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s 

Immunodeficiency 
syndromes 

Immune system 
disorders 

선천성 HIV 감염 선천성 감염 및 기생충 감염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

선천성, 가족성 및 유전성 장애

임신, 산후기 및 주산기 상태

감염 및 기생충 감염

각종 면역계 장애면역 결핍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성 장애

신생아 및 주산기 상태선천성 신생아 감염

각종 레트로바이러스 감염

각종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000403



아래 PT의 일차 SOC를 고르면?

41

PT HLT HLGT SOC

Congenital 
HIV 
infection 

Viral infections 
congenital 

Infections and 
infestations 
congenital 

Congenital, 
familial and 
genetic 
disorders

Congenital 
neonatal 
infections 

Neonatal and 
perinatal 
conditions 

Pregnancy, 
puerperium and 
perinatal 
conditions 

Retroviral 
infections 

Viral infectious 
disorders 

Infections and 
infestation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s 

Immunodeficiency 
syndromes 

Immune system 
disorders 

선천성 HIV 감염 선천성 감염 및 기생충 감염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

선천성, 가족성 및 유전성 장애

임신, 산후기 및 주산기 상태

감염 및 기생충 감염

각종 면역계 장애면역 결핍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성 장애

신생아 및 주산기 상태선천성 신생아 감염

각종 레트로바이러스 감염

각종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000403



MedDRA 사용 가이드라인: 
고려 사항(PtC) 문서



절차의 문서화(SOP)

• 업무 절차를 문서화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

– MedDRA 사용 또한 문서화 하여 관리하여야 할 부분

• 표준 업무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문서 및 기타 유사 문서에서 MedDRA 사용에 관한 사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 코드화, 용어집 관리, MedDRA 버전 관리 및 분석 절차 및
툴 사용(e.g., MedDRA 계층 구조 및 표준 검색어
목록(SMQ)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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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화) 규칙이 필요한 이유

• 규칙(Conventions)이란, MedDRA를 사용하는데 적용할
일종의 원칙들과 그 설명

• MedDRA가 처음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구조가 매우
논리적이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지원 문서들이
제공됨

• 데이터 입력(코딩) 및 검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 MedDRA로 코딩 된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데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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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1 고려 사항
실무 그룹 (PtC WG)

• EU, 미국 및 일본의 규제
기관 및 업계 대표

• Health Canada, 캐나다
• MFDS(식약처), 대한민국
• ANVISA, 브라질
• NMPA, 중국
• MSSO
• JMO
• WHO (참관 자격)

2017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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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PtC) 문서 (1)

46

PtC 분류 PtC 문서 제목 목적 제공 언어 배포 주기

용어 선택 MedDRA 용어 선택 : 

고려 사항

정확하고 일관된 MedDRA 

용어 선택을 증진

영어, 일본어 및

선택된

언어(한국어 포함)

매년 3월 배포

시(23.0 버전

부터)

MedDRA 용어 선택 : 

고려 사항 요약 버전

여러 나라에서의 정확하고

일관된 MedDRA 용어 선택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에

집중한 요약된 버전의 문서

모든 MedDRA 

언어 (영어, 일본어

및 전체 MTS:PTC 

문서를 제공하는

언어 제외)

필요시

데이터 검색 및

제시

MedDRA 데이터 검색

및 제시: 고려 사항

데이터 검색 방식 데이터

출력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영어, 일본어 및

선택된

언어(한국어 포함)

매년 3월 배포

시(23.0 버전

부터)

MedDRA 데이터 검색

및 제시: 고려 사항

요약 버전

여러 나라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MedDRA 사용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검색 및 분석

원칙에 집중한 요약된 버전의

문서

모든 MedDRA 

언어 (영어, 일본어

및 전체 MTS:PTC 

문서를 제공하는

언어 제외)

필요시



고려 사항(PtC) 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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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분류 PtC 문서 제목 목적 제공 언어 배포 주기

일반 MedDRA 고려 사항 : 

동반 문서

규제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특정 주제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 예시 및 안내 사항. 

사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그 때

그 때 업데이트 하고자 함. 초판

문서에는 데이터 질과 투약

오류에 대해 다루었고 제품

품질에 대한 새로운 색션

준비중

영어 및 일본어 필요시



• 규제 및 산업 목적의 용어
선택에 관한 조언 및 권장
사항을 담고 있음

• 본 문서의 목적은 데이터
공유 시, 송/수신자의
공통된 이해를 위해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
선택을 증진하는 것임

• 각 기관 내 코드화 규칙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권장

˹MedDRA 용어 선택: 고려 사항˼

(MTS:P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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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용어 선택: 고려 사항˼

(MTS:PTC) (2)

• ICH 관리 위원회 내 워킹 그룹이 개발

• 3월 MedDRA 배포에 맞추어 연간 1회 업데이트 (MedDRA
23.0버전 부터)

• MedDRA, JMO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영어, 일본어 및 선택된 언어 버전으로 제공

– 워드 (“완성본(clean)”과 “수정확인본(redlined)”), PDF, HTML 
형식

– “수정확인본(Redlined)” 문서에서 바로 직전 버전 문서와
비교하여 수정된 부분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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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데이터(Source Data)의 품질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 소스 데이터 즉, 원 정보의 질이 결과의 질을 좌우함

• 자료의 명확성(Clarification)을 확보

• 자료 수집을 위한 서식을 잘 디자인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최적화 할 수 있음

• 사내 코딩 가이드라인은 ˹MTS:PTC˼의 원칙과 일치해야 함

• 전문가가 용어 선택을 리뷰

• 자동 코딩 결과를 수동으로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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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하위용어를 사용,
현재 사용(Current) 최하위
용어만을 사용

• 서술 보고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최하위용어(LLT)를 선택해야 함

• 높은 특이성(Specific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예시: “Abscess on face” → “Abscess” 보다는 “Facial 
abscess”을 선택

• 현재 사용(Current) LLT만 선택

– 현재 미사용(Non-current) 용어는 과거 데이터 변경 및
이력 확인 용도를 위해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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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양 얼굴 농양



코딩 = MedDRA 용어 선택

52

보고된 정보 LLT

Throbbing above temple

Aching all over head

Pulsing pain in head

Really bad headache

Headache

Headache 

Infection in lungs Lung infection

Patient took Drug A instead of 

Drug B and experienced 

hypertension

Wrong drug administered

Hypertension

두통

폐 감염

잘못된 약물 투여

고혈압



용어 선택 시 유의점 (1)

• 징후와 증상 정보가 있거나 없을 때 진단 또는 잠정 진단
• 사망 및 기타 환자 치료 경과(Patient Outcomes)
• 자살 및 자해
• 상충되거나 애매모호한 정보
• 복합 용어
• 나이 vs. 사례 특이성
• 신체 부위 vs. 사례 특이성
• 위치 특정 vs. 미생물 특정 정보
• 기존에 있던 질환의 변화
• 임신 및 수유 중 노출
• 선천적 용어
• 신생물
• 내과적 및 외과적 시술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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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선택 시 유의점 (2)

• 투약오류, 사고로 인한 노출(Accidental Exposures) 및 직업적 노출

• 오용, 남용 및 중독

• 제품을 통한 감염원 전파

• 과량투여, 독성 및 중독

• 의료기기 관련 용어

• 약물 상호작용

• 이상 영향 없음 및 “정상” 용어

• 예상치 못한 치료 효과

• 효능/효과의 변화

• 사회 환경

• 병력 및 사회생활력

• 제품 사용의 적응증(Indication)

• 허가사항 이외 사용(Off Label Use)

• 제품 품질 문제 54



• 업계 또는 규제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검색 및 제시
옵션을 제공

• ˹MedDRA 용어 선택: 
고려 사항˼ 문서와 함께
사용

• 각 기관 내 데이터 검색
규칙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

˹MedDRA 데이터 검색 및 제시: 
고려 사항˼ (DRP:P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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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데이터의품질

• 고품질의 데이터 출력은 최초 보고된 정보의 품질이 일관되고
적절한 용어 선택을 통해 유지될 때 가능(˹MedDRA 용어 선택: 
고려 사항˼ 문서 참조)

• 과거 데이터(Legacy data)를 다른 용어로부터 MedDRA로
변환하는데 사용된 방법이 검색 및 제시 전략에 영향을 미침

– 원보고 정보(Verbatims) 또는 코딩된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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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기존 데이터(Legacy Data)

변환 (1)

• 방법 1 - 데이터를 기존 용어에서 (브릿지 파일을 활용하여)
MedDRA로 변환

- 변환 결과는 이전 용어의 특이성을 반영함

- MedDRA의 더 높은 특이성의 이점을 살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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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용어 기존 용어 MedDRA 용어

Gastrointestinal 

ischaemia
Gastrointestinal disorder

Gastrointestinal 

disorder



과거/기존 데이터 변환 (2)

• WHO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Uppsala Monitoring Centre)와
MSSO에서는 WHO-ART와 MedDRA를 연결하는
파일(bridge)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음

• 이 파일은 WHO-ART로 코딩 된 데이터를 MedDRA로
변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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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기존 데이터 변환 (3)

• 방법 2 - 데이터를 원래 보고된 용어(Verbatim)에서
MedDRA 용어로 변환

- 보고된 용어의 특이성이 MedDRA 용어에 반영됨

보고된 용어 기존 용어 MedDRA 용어

Gastrointestinal 

ischaemia
Gastrointestinal disorder

Gastrointestinal 

ischa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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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변경 금지

• MedDRA는 사전 정의된 용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용어 사전

• 사용자는 일차 SOC 변경과 같은, 필요에 따른(ad-hoc)
계층 구조 변경 하여서는 안됨

• 용어가 잘못된 위치에 속해 있다면, MSSO에 변경 요청을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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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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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 제공 MedDRA 브라우저

• MedDRA 데스크탑 브라우저 (MDB)
– MedDRA 웹사이트에서 MDB와 MedDRA 파일을 다운로드

• MedDRA 웹 브라우저 (WBB)

– https://tools.meddra.org/wbb

• MedDRA 모바일 브라우저 (MMB)

– https://mmb.meddra.org

• 기능 및 특징
– 두 브라우저 모두 MedDRA ID 와 비밀번호 필요 (MDB의 경우, 처음

설치 시에만 필요)

– MedDRA 용어 및 SMQ를 검색 가능

– 모든 MedDRA 언어 버전을 지원

– 사용자 환경 또한 다른 언어로 변경 가능

– 검색 결과와 내 보관함(Research bin)에 담은 용어들을
다운로드(export) 할 수 있음 (데스크탑, 웹 브라우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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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ols.meddra.org/w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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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브라우저(MDB)와 웹
브라우저(WBB) 업데이트

• 새로운 기능

–다음 배포에 포함될 변경 내용 (보충용어: supplemental)을
미리보기 가능*

–일차 및 이차 SOC 정보 확인 가능

–용어를 업로드하여 SMQ 속하는 용어가 있는지 확인 가능

–고급 검색 옵션 (e.g., NOT, OR)

*보충용어 보기는 MDB에서는 지원하지 않음

63



MedDRA 브라우저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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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연습:
최적의 LLT를 찾기 위한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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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정보의 평가/이해

• 보고된 정보가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고려
– 임상적 상태 – 진단, 징후 또는 증상 인지?

– 적응증 인지?

– 검사 결과 인지?

– 손상(Injury) 인지?

– 시술 인지?

– 투약 오류 인지?

– 제품 사용 관련 이슈 인지?

– 제품 질 관련 이슈 인지?

– 사회적 환경 인지?

– 의료 기기 관련 이슈 인지?

– 시술에 의한 합병증 인지?

– 이러한 것들의 복합적인 문제 인지?

어떤 종류의 보고서인가에
따라 적합한 LLT를
검색하는 방법이 다름.
즉 ,어떤 SOC에서 가장
가까운 용어를 찾을 수
있을 지 예상할 수 있음.

66



코딩 연습 1

특이성(Specificity)

The patient suffered from an allergic reaction to an 
antibiotic

67

환자는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코딩 연습 1

특이성(Specificity)

The patient suffered from an allergic reaction to an 
antibiotic

68

환자는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코딩 연습 2

증상 정보(Symptoms)

The patient states she has been experiencing cold 
sw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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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식은땀이 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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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식은땀이 난다고 하였다



코딩 연습 3

임상 검사 정보(Investigations)

Lab results indicate the patient has increased troponin 
and increased CPK-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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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환자의 트로포닌과 CPK-MB가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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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연습 4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s)

Patient accidentally took drug Y instead of drug X and 
became short of br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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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실수로 약물X 대신에 약물Y를 복용하고 나서 숨이 가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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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연습 5

환자에 관한 인구학적 정보(Patient demographics)

A 2 day old baby was noted to have a mild fever

75

만 2일 된 신생아가 미열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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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연습 6

적응증(Indications)

A 35 year old woman was taking Drug X to prevent
relapses of multiple sclerosis

77

35세 여성은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X를 복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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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여성은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X를 복용하고 있었다



코딩 연습 13

서술 정보

A 75-year-old male receiving Drug X for rheumatoid 
arthritis developed symptomatic aortic valve stenosis. 
The patient’s medical history is significant for colon 
cancer and cigarette smoking. He underwent an 
aortic valve replacement and developed a sternal 
wound infection three days post-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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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cation for use: LLT Rheumatoid arthritis

• Adverse event: LLT Aortic valve stenosis

• Medical history: LLT Colon cancer, LLT Cigarette smoker

• Surgical procedure: LLT Aortic valve replacement

• Postoperative complication: LLT Postoperative wound infection



주요 코딩 오류 (1)

• “Soft Coding”

–더 정확한 MedDRA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심각하거나 덜 구체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soft 
coding”이라고 함

• 예시: “Liver failure”을 hepatotoxicity 또는 increased LFTs 
로 코딩

• 예시: “Aplastic anemia”을 unspecified anemia로 코딩

• 예시: “Rash subsequently diagnosed as Stevens Johnson 
syndrome”을 rash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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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전 간독성 LFT 증가

재생 불량성 빈혈 상세 불명의 빈혈

발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된 발진



주요 코딩 오류 (2)

• 정보/개념 누락

–제품 사용/투여 후 나타났다고 서술된 모든 의학적 개념들을
코딩해야 함
• 예시: “The patient took drug X and developed alopecia, 

increased LFTs and pancreatitis”. 제약사에서 alopecia와
increased LFTs 만 코딩 (pancreatitis 정보가 누락)

• 예시: “The patient took drug X and developed interstitial 
nephritis which later deteriorated into renal failure”. 
제약사에서 interstitial nephritis만 코딩 (renal failure 정보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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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LFT 증가 췌장염

간질성 신장염 신부전



표준 검색어 목록(SMQ, 
Standardised MedDRA Qu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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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검색어 목록 (SMQs)

• 어떠한 의학적 상태 또는 관심 분야와 관련된 관계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SOC에 속해 있는 용어들의 그룹/묶음

• 징후/증상, 진단, 증후군, 이학적 소견, 실험실 및 기타

검사 데이터 등과 관계 된 용어들

• 사례 식별 및 검색을 용이하기 위해 개발됨

84



쿼리(Query) 란?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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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Q - 예시

• 23.0 버전 기준, 총 106개의 수준1 SMQ가 개발되었음

• 무과립구증

• 아나필락시스 반응

• 중추 신경계 혈관 장애

• 경련

• 우울증 및 자살/자해

• 간 장애

• 과민성

• 허혈성 심장병

• 유효성/효과 부족

• 투약 오류

• 골 괴사

• 말초 신경 병증

• 임신 및 신생아 주제

• 가성막 결장염

• 횡문근 융해/근병증

• 중증 피부 이상 반응

• 전신 홍반성 루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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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anulocytosis

Anaphylactic reaction

Central nervous system vascular disorders

Convulsions

Depression and suicide/self-injury

Hepatic disorders

Hypersensitivity

Ischaemic heart disease

Lack of efficacy/effect

Medication errors

Osteonecrosis

Peripheral neuropathy

Pregnancy and neonatal topics

Pseudomembranous colitis

Rhabdomyolysis/myopathy

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MQ 데이터 특성

• 포함된 MedDRA 용어

– SMQ는 MedDRA PT 수준에서 개발됨

– 포함된 PT 하위 수준의 LLT들 또한 SMQ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확장(Broad)/상세(Narrow)

• 알고리즘

• 계층구조

• SMQ 및 SMQ 내 용어 상태(Status)

• SMQ 파일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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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Narrow) 검색 및
확장(Broad) 검색

• “상세” 범위 – 특이성(specificity, 해당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 

• “확장” 범위 – 민감성(sensitivity, 가능한 모든 사례들)

• 확장 검색 = 확장 검색 용어 + 상세 검색 용어 포함

88



상세 vs. 확장 용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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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Q Lactic acidosis

Narrow Terms

Blood lactic acid increased

Hyperlactacidaemia
Lactic acidosis

Broad Terms

Acid base balance abnormal

Acidosis

Anion gap abnormal

Anion gap increased

Blood alkalinisation therapy

Blood bicarbonate abnormal

Blood bicarbonate decreased

Blood gases abnormal

Blood lactic acid abnormal

Blood pH abnormal

Blood pH decreased

Carbon dioxide combining 
power abnormal
Carbon dioxide combining 
power decreased
Coma acidotic

Kussmaul respiration

Metabolic acidosis

PCO2 abnormal

PCO2 decreased

Urine lactic acid increased

젖산 산증



COVID-19(SMQ)

• 2020년 9월 배포

• SARS-CoV-2 감염/COVID-19 
증례를 식별하고 기록하며 또한
검사 및 노출을 포함한 이
팬데믹의 다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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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Q 적용 분야

• 임상시험

– 안전성 프로파일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임상시험 환경에서, 
여러 개의 SMQ를 주기적으로 적용하여 스크리닝 도구로써
사용

– 이전에 확인된 이슈(전임상 데이터 또는 유사 약물 계열
효과)를 추가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SMQ 사용

• 시판 후

– 의심되거나 잘 알려진 안전성 이슈의 사례들을 검색하기
위해 특정 SMQ 사용

– 실마리정보 탐지(Signal detection, 전체 또는 여러 개의
SMQ 사용)

– 단일 사례 알림(single case alerts)

– 정기 안전성 보고 (안전성 및 기타 이슈를 위한 사례 모음, 
e.g.,효과 부족 보고서) 91



마무리

오늘 다룬 내용 정리:

• MedDRA 최신 정보 및 MSSO 소식

• MedDRA 배경

• MedDRA의 범위, 구조 및 특징

• MedDRA 고려 사항(PtC) 문서

• MedDRA 브라우저 데모

• MedDRA 브라우저를 활용한 코딩 연습

• 표준 검색어 목록(S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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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 연락처

• 홈페이지

–www.meddra.org

• 이메일

–mssohelp@meddra.org

• 자주 묻는 질문 (FAQ)

–www.meddra.org/faq

93

http://www.meddra.org/
mailto:mssohelp@meddra.org
http://www.meddra.org/faq


감사합니다.
yunhui.do@medd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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