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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룡특허사무소, 국립보건안전연구원 (현, 식약처), 한국페링제약, 부광약품, 코스맥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약산업을 경험하였으
며, 신세계인터코스 등 화장품 분야와 IMGT 등 의약품 개발 벤처사의 자문역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경피투여용 제제 전문개발 제약사
아이큐어㈜에서 임상개발본부장을 맡고 있음.

Summary To prepare M8 implementation in Korea, briefly introduce M8 eCTD implementing status of ICH member countries 
with the summarized presentation for M4 CTD.

ICH 가이드라인의 M4 국제공통기술문서 (CTD) 및 M8 eCTD의 개요와 각국 도입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여 향후 국내 M8 시행에 대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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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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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란?

 국제공통기술문서: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s)는

2000년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합의한 통일화된 표준문서

양식

 목적: 각국의 규제 당국에 제출되는 서류의 양식을 통일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편집 작업을 줄이고, 규제당국자들의 자료검토를 촉진하며,

신청자와 규제 당국자 간의 의사소통을원활하게 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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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Visit  http://www.ich.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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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Visit  http://www.ich.org/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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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 The Common Technical Document

• The agreement to assemble all the Quality, Safety and Efficacy information in a 

common format (called CTD - Common Technical Document ) has 

revolutionised the regulatory review processes, led to harmonised electronic 

submission that, in turn, enabled implementation of good review practices. For 

industries, it has eliminated the need to reformat the information for submission 

to the different ICH regulatory authorities.

• The CTD is organised into five modules. Module 1 is region specific and Modules 

2, 3, 4 and 5 are intended to be common for all regions. In July 2003, the CTD 

became the mandatory format for new drug applications in the EU and Japan, 

and the strongly recommended format of choice for NDAs submitted to the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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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제정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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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의배경

• 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출 자료의 구성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한 것-

자료개요와자료양식및순서에관한지침

• 동일 자료/서식으로 여러 나라에 신청가능신약개발의 국제화 촉진

• “형식”에 대한 규정. CTD 자료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자료의

요건은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 기본 취지상 규정한 번호체계 및 형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 

“품목허가 심사자에게는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제약업계에는

해외 허가/등록 신청 시에 이중 작업을 단일화 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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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는 자료 요건?....  No, it’s a format…

 Will a dossier using the CTD format (Modules 2 to 5) be identical for all 

regions?

 Not necessarily. 

The CTD provides a common format for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to regulatory authorities in the three ICH regions. 

However, the CTD does not address the content of submissions. 

There are many regional requirements, as well as applicants’ 

preferences, that could affect the contents of dossiers submitted in each 

region. 

<Cited from ICH M4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Questions & Answers 
(R3), Current version dated June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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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4 Organization of CTD,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June15, 2016

기술문서에 공통된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
신청자는 자료 준비가 용이해지고,

검토자와 신청자 간의 의견 교환이 원활해 지며,
검토기관 간의 정보 교환이 간단해 짐. 

OBJECTIVE OF THE GUIDELINE

This guideline presents the agreed upon common format for the preparation
of a well-structured Common Technical Document for applications that will be
submitted to regulatory authorities. A common format for the technical
documentation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time and resources
needed to compile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human
pharmaceuticals and will ease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submissions. Regulatory reviews and communication with the applicant will
be facilitated by a standard document of common elements. In addition,
exchange of regulatory information between Regulatory Authorities
will be si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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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국제공통기술문서
도입현황및국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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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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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EU
• 스위스

2004년

• 일본

• 호주, 캐나다

2005년
• 미국 [Highly recommended]

2009년

• ASEAN [Recommended]
•우리나라신약

2016년
• 우리나라확대



국내현황

CTD 양식으로 제출 의무----
신약,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
(단, 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그밖에 체외진단용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제외)

제1부 Module 1
제2부 Module 2
제3부 Module 3
제4부 Module 4
제5부 Module 5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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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조(심사자료의종류)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 따른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②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및
별표 14의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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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부 발췌*>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제2조제7호, 제8호, 제17호 및 제5조제2항 관련) 
○ :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 : 개개 의약품에 따라 판단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
× : 자료가 면제되는 것
※ : 새로운 이성체 및 염류등인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

제출자료
구분

자 료 번 호 주1)

1
2 3 4 5 6

7 8 비고가 나 가 나
가나다라마바 가 나 다 라 가 나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1) 2)

I. 신약

1. 화학구조 또는 본
질조성이 전혀 새로
운 신물질 의약품

○○○○○○○ ○ ○○○○○○ ○ ○ ○ ○ ○ ○ ○○○○△△ ○ ○ ○ ○ ○ ○ ○ ○

2. 화학구조 또는 본
질조성이 전혀 새로
운 신물질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한 복합
제제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2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중
방사성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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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6조(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신약‧자료제출의약품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아래의 의약품

국 제 공 통 기 술 문 서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로 작 성 하 여 야 하 며 , 이 경 우

세부작성요령은 별표 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다만, 위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종류는 별표 4의 심사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자료 목록 비교에

따라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사자료의 종류로 보고 자료의 요건, 면제범위 등을 적용한다. 다만,

제3부의 품질평가자료 중 영업상 기밀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 제출을 명시하고 그 자료를 작성한 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이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본다.
③ 제 4 조 및 제6 조 에 따 라 작 성 하 는 품 목 허 가신 청․신 고 서는 식 품 의 약 품 안 전처 장 이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전자문서 작성요령을 공고한 경우 이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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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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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심사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자료 목록 비교(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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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documents matrix: Modu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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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구성및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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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구성및상세

• 제출서류의종류에따라, 큰묶음의구성단위별로 분류

• 분류된세부구성단위를모듈(module)이라고함. 

• CTD의모듈은 5개항목으로구성

• 이모듈을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서는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로구분

• 제1부는국가에따라다를수있으나, 제2부 ~ 제5부는모든

국가에공통적용

23



CTD의구성

모듈 내용

제1부 신청내용및행정정보

제2부

자료개요및요약

2.1목차

2.2머리말

2.3품질평가자료요약

2.4비임상시험자료개요

2.5임상시험자료개요

2.6 비임상시험자료요약문및요약표

2.7임상시험자료요약

제3부 품질평가자료

제4부 비임상시험자료

제5부 임상시험자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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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ation of The Common Technical Document



ICH M4 Organization of CTD,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June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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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작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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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원칙

 국제공통기술문서 전반에 걸친 정보의 배열은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자의

신속한이해를돕기위해모호해서는안되며명료해야한다.

 문서의본문과표는 A4용지(EU, 일본및한국) 및 8.5″×11″용지(미국)에인쇄될수있도록여백을주

고, 제본시에내용이가려지지않도록왼쪽여백을충분히준다. 본문과표를위한글꼴크기는복사후

에도쉽게읽을수있는스타일과크기여야하므로, 영문의경우에는 Times New Roman의 12포인트

(한글의경우는신명조, 12포인트)로서술적내용을기술하도록권고하며, 모든페이지에페이지번호

를기재한다. 각부(module) 내에서이용되는머리글자또는약어는도입부분에서정의한다.

• 종이 : A4 (210 × 297 mm), 세로방향

• 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오른쪽 30mm, 왼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줄간격 : 160%

• 글꼴 : 한글은신명조, 12 포인트. 영문은 Times New Roman, 12포인트 (워드문서는바탕체!!)

• 행의정돈 : 양쪽정렬,

• 페이지수 : 오른쪽바닥

28



국제공통기술문서의원칙

제2부기재시에제3부, 제4부, 제5부의각제출자료와의관련

사항을분명히하며, 

제2부는제출시에한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 

표등에대해서는원문이영어로기재된것은영문으로기재할

수있다. 

제3부, 제4부및제5부는원문이영어로기재된것이면원문을

제출해도되며, 제3부, 제4부및제5부는원문이영어로된것에

대해서는한글요약문을제출할필요는없다.

29



국제공통기술문서의원칙

 참고문헌은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bio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및 “Chemical Abstract”의 최신판

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인용한다. ICMJE는 최초의 생물의학잡지에 투고하기 위한 통일

논문 규정을 벤쿠버 그룹에 의해 작성하고 1979년에 공표하였다.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세부내용은아래사항을참고한다.

• 문헌은 본문 중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일련번호를 붙인다. (예)

Vane[1]은

• 문헌약자는 Chemical Abstracts(C.A.)에따른다.

• 문헌란의저자명은여럿일경우라도등, et al.로생략하지말고전부기입한다.

• 인용문헌은저자명, 논문제목, 저널명, 년도, 발행권수, 페이지수순서로기재한다.

(예시) - Vane JR. Inhibition of prostaglandin synthesis as a mechanism of action for

aspirin-like drugs. Nat New Biol 1971;231(25):232-235.

- Needleman P, Turk J, Jakschik BA, Morrison AR, Lefkowith JB. Arachidonic acid

metabolism. Annu Rev Biochem 1986;55: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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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4 Organization of CTD,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June15, 2016

GENERAL PRINCIPLES

*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검토자가 제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TD 전반에 걸쳐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것.

* 본문과 표는 A4용지 (EU, 일본)나 8.5 x 11”용지 (미국)에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좌측 여백은 제본하여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확보.

* 본문과 표는 복사할 경우에도 읽을수있는 글자 크기로 작성
(Times New Roman, 12-point font 권장)

* 모든 페이지에는 개별문서별 (granularity document)로번호를 매겨야 함.

* 두문자어 (acronym)와 약어 (abbreviation)는 모듈별로 처음 사용 시 정의 해주어야 함.

* 참고문헌 (references)은 the current edition of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 맞추어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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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작성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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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ity Document_cited from CTD M4(R4) _2016년도주요개정사항

 Definition of a Document 
 하나의문서 (a document)는연속으로페이지번호를매겨색인으로다

른문서와구분이되는일련의제출문서를말함

 하나의문서는전자제출시의한파일 (a file)과같음

 문서로제출한건을전자서류로갱신할때제품의판매기간중관리를용
이하게하기위해개별문서를다소간변경한다하여도기본적으로문서
제출이든전자제출이든개별문서 (the granularity)는동일 전자제
출시, 새로운파일은이전의서류제출시색인으로문서를구분하였던것
과동일한부분에서시작하도록작성한다. 

 제품의판매기간중제품정보가바뀌면허가자료도교체하여야하고, 이
때일관된방식을적용해야하므로이를고려하여하나의문서나파일로
할것인지, 혹은여러개의문서나파일로할것인지를결정해야함.

 CTD/eCTD 계층 (hierarchy)에서 문서/파일이어느레벨에들어가야하
고, 각레벨에단일문서가적합한지혹은여러개의문서가적합한지를제
시.  그러나이들예시가모든경우에모든섹션 (all sections)이적용되는
것은아님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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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from the presen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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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ity Document_cited from CTD M4(R4) _2016년도주요개정사항

 eCTD v3.2.2 적용 시:

Tables 1, 2, 5, 6과 ICH eCTD Q&As 참조

 eCTD v4 적용 시: 

Tables 3, 4, 5, 6, 및 Appendices A-F 참조

 Paper CTD 제출 시: 

Tables 1, 2, 5, 6 OR Tables 3, 4, 5, 6 참조

 (Additionally, see region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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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신청인은제품의시판기간중어느시점에관련
정보를바꿔야할때 CTD와 eCTD에서전체문서
/파일을교체할것을고려하여개별문서의계층
레벨을결정한다.

Note 2: 하나이상의주성분을함유하는제품에대하여, “S” 
파트에필요한정보는각성분에대해전부제출해야함.

Note 3: 조제용용매와함께공급되는의약품의경우, 파트 “P”
에용매에대한자료를별도로제출하여야한다. 

Note 4: CTD-Q에서는하위레벨의제목이개별문서나파일이
아닌경우가많다. 

Note 5 : 각지역의가이던스참조. 
Note 6 : 참고문헌은 ToC에반드시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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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Module 4에서는통상각연구보고서별로단일문서를제출

한다. 그렇지만연구보고서가큰경우 (예; 발암성시험), 

신청인은하나이상의문서로제출할지여부를선택할수있다.    

이러한경우, 보고서의본문부는하나의문서로제출해야하고,

부록은하나또는그이상의문서로제출할수있다. 신청인은

제품의시판기간중어느시점에관련정보를바꿔야할때

전체문서/파일을교체할것을고려하여개별문서의계층

레벨을결정한다.

Note 2: 참고문헌은 ToC에반드시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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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신청자는대체로연구보고서를여러개의문서로

제출해야한다 (개요, 연구보고서본문, 적절한부록들).            

부록부분은임상시험보고서의내용과형식에대해기술

하고있는 ICH E3  가이드라인에따라배열하여야한다. 

신청인은제품의시판기간중어느시점에관련정보를

바꿔야할때전체문서/ 파일을교체할것을고려하여

개별문서의계층레벨을결정한다.

Note 2: 하나이상의적응증에대해신청하는경우, 각효능별로

반복작성하여야한다. 

Note 3: 참고문헌은 ToC에반드시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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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Pagination and Segregation

 모든문서는 1페이지부터페이지번호를매길것 (원래페이지로서충분하다고생각되는참고문헌은예외).  

신청자가총문서페이지수 (n)를병기한 '1 of n‘ 형식으로매길필요는없다.  

 문서내의모든페이지에주제를간단히확인할수있는머릿글이나바닥글이있어야함. 서류내에서원하는내

용을쉽게찾을수있도록서류제출시각문서앞의색인에도유사한확인자를넣어야함.

전체섹션의번호와제목을축약하여사용할수있다. 

 하나의섹션에여러문서를넣을경우, 배열 (chronology)과제목을확인할수있도록섹션에대한목차

(Table of Contents)를넣도록한다.  

• Tab with “3.2.S.4.2 Analytical Procedures” 

o Table of Contents, listing the title of Procedure A, Procedure B, Procedure C 

• Tab with “3.2.S.4.2 “Procedure A”; 

o Procedure A (i.e. document, page 1-n) 

• Tab with “3.2.S.4.2 “Procedure B”; 

o Procedure B (i.e. document, page 1-n) 

• Tab with “3.2.S.4.2 “Procedure C”; 

o Procedure C (i.e. document, page 1-n) 

 하나의섹션에하나의문서만들어간다면 (예; 3.2.S.1.1 Nomenclature), “3.2.S.1.1 Nomenclature”라고

쓰인색인 (tab)을앞에넣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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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Numbering within Documents

문서내에서 5th, 6th 이상까지의수준으로 subheading 

numbering (예; 2.6.6.3.2.1)하게되는일을피할수있도록, 신

청인은문자열을줄여번호를매길수있다. 

이러한경우, 문서번호와이름 (예; 2.6.6 Toxicology Written 

Summary)이페이지머릿글혹은바닥글에보이도록작성해야하고문

서안에섹션번호를 1, 1.1, 2, 3, 3.1, 3.2 등과같이쓸수있다. 

그러나전체문자열번호 (e.g. 2.6.6.3.2.1) 형식또한사용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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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Formatting – Module 2

 2.1 CTD Table of Contents 에는 Quality Overall Summary

에서문서가어떻게정의되어있는가에따라 3번째레벨 (예; 

2.3.S) 또는네번째레벨 (예; 2.3.S.1)까지 기재한다. (참조; 

Definition of a document for Modu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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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Formatting – Module 3

3.1 Table of Contents에는 상위 레벨의 섹션 번호, 관련 섹션의 머리

말과 볼륨 번호 정보까지 기재. 

 이 ToC로 Module 3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번째 레벨 (예; 3.2.P.2.1)까지만 기재. 

 추가적인 하위 섹션과 하위 머리말에 대하여는 M4Q 가이드라인에서 정

의하고 있고, 이 형식은 3.1 Table of Contents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허가 자료에 사용할 수 있음에 주의한다. Document Pagination 
and Segregation  부분에서 설명한 하위 레벨 ToC는 3.1 Table of 
Contents 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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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Table of Contents Formatting – Module 3

추가적인첨부문서나부록을양식에넣어서도안된다. 

 그러나한섹션에다수의문서가포함되는문서는예외이고, 이러한

경우, 관련섹션내에서첨부된문서로상호참조시켜두어야한다 .  

 하나의문서로이루어진섹션에는, 추가정보를첨부하거나부록을

만들고싶으면해당문서안에포함시키도록한다. 

모든 ToC 제목도입부는 M4Q 가이드라인에서정한머리말이

름과섹션번호또는해당색인에서축약제목을쉽게확인할수

있도록색인에기재한식별자 (서류제출의경우에한함) ,바람

직하게는전체제목,과일치하여야한다.  

 ToC에서페이지매기기양식을특정하고있지는않다

참고문헌은본섹션에대한것만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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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Formatting – Module 4

 ToC에는 주요구성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전 항목을 포함시킬 것. 예; 

4.2.3.5.1 Fertility and early embryonic development

 시험 보고서가 있는 레벨까지 기재할 것. 

 모든 연구보고서는 ToC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보고서 섹션은 허가자료의 Module 4 ToC 에서 확인할 수 있

고 또 각 시험보고서의 ToC로도 확인할 수 있다. 

 Illustration of part of the Module 4 Table of Contents 

4.2.3.2 Repeat-Dose Toxicity 

 Study aa-aaa: 30 day repeat dose toxicity study with Drug C in rat 

 Study bb-bbb: 6 month repeat dose toxicity study with Drug C in rat 

 Study cc-ccc: 30 day repeat dose toxicity study with Drug C in dog 

 Study dd-ddd: 6 month repeat dose toxicity study with Drug C in dog 

4.2.3.3 Genotoxicity

4.2.3.3.1 In vitro 

 Study ee-eee: Ames test with Dru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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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Formatting – Module 5

 ToC에는주요구성부를모두확인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에제시된전항목을포함시킬것.

 예; , 5.3.5.1.1 Placebo Controlled Trials

 임상시험보고서레벨까지기재할것.

 각임상시험보고서를 ToC에서확인할수있어야한다. 임상시험보고서섹션 (E3)은허가자료의 Module 5 

ToC 에서확인할수있고또각임상시험보고서의 ToC로도확인할수있다. 

 Illustration of part of the Module 5 Table of Contents 

5.3.5 Indication Z - Reports of Efficacy and Safety Studies 

5.3.5.1 Indication Z - Study Reports of Controlled Clinical Trials Pertinent to the Claimed Indication 

5.3.5.1.1 Indication Z - Placebo Controlled Trials 

 Study xx-xxx: A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of Drug A in Indication Z 

 Study yy-yyy: A double blind…… 

5.3.5.1.2 Indication Z - Active Controlled Trials 

 Study zz-zzz: A double blind, active controlled trial of Drug A vs. Drug C in Indication Z 

5.3.5 Indication Q - Reports of Efficacy and Safety Studies 

5.3.5.1 Indication Q - Study Reports of Controlled Clinical Trials Pertinent to the Claimed Ind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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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Templates

 사전준비를통해작성자가형식보다내용에집중할수있음. 

 한글혹은워드 (외국의 eCTD 대행업체들은워드양식권장)  

 포맷 formatting, 서식 styles, 머릿글 headers, 바닥글 footers과지

침 instructional text이있는파일을사용.

 Pdf 변환 (Cited from Specification for Submission Formats for eCTD ver1.2)

 PDF:  어느업체에서제공한것이든기준에맞는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을사용할수있음 [ISO 32000-1:2008]. 단, JavaScript, dynamic content (e.g., audio, 

video or special effects), attachments, 3D content를넣거나, 문서에 PDF 

annotations을포함시켜서는안됨.

 500 megabytes를넘지않도록함.
 Version: 권장사항은 ICH website 참조 (http://estri.ich.org/recommendations ) 제출하

는 PDF files는 Adobe Reader나 Acrobat (versions 8 or higher) 로읽을수있어야
하고, 추가소프트웨어를써야하거나 plug-ins 해야해서는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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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지침 Style Guide

서식지침을미리정해둠으로써문서작성자나 eCTD 제작자가

포맷 format에대한지침을갖고문서를일관성있게작성할수있

음- 서식, 성상, 기능성에있어일관성이있는자료생성.

머릿글 headings 본문 body text그림 figures 표 tables 구둣점

punctuations 약어 abbreviations 여백 margins 등에대한서식의개

요를제시할것. 

약물명과같은명칭을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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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지침 Styl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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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문서 작성 예시- Overall ToC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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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문서 작성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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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문서 작성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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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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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D?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

■ 신청자와 허가당국 간허가신청 정보를전달하는 인터페이스…… 전자제출의 생성, 

검토, 시판 중 전주기 관리 life cycle management 및 보관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

■ ICH에서 신청자가각 허가당국에허가신청을전자적으로보낼 수 있는 eCTD

specification을제공 (역방향에대한 내용은아직 없음)

■ eCTD ver. 3.2, eCTD ver.4.0 (HL-7)

■ 범위: eCTD에서는 Module 1과 시판 중 전주기 관리까지다루고 있음

■ Cf. NeeS (Non eCTD electronic Submission)  

■ 구성: 

– Directory structure
– Content files
– XML eCTD instance



Why eCTD?
■ 기대효과

– 높은유용성

– 보기쉽고, 찾기쉽다!

– 빠른검색

– 시판중 전주기관리 용이 Lifecycle support

– 보관할서류를줄일 수 있다

■ 결과
– 기대효과 달성

– 아래측면을개선하는데기여
■ 데이터 품질

■ 재사용 가능성

■ 빠른 접근

■ 시판 중 전주기 관리 Life cycle management



eCTD submission의구성

■ Directory structure: 

파일시스템과 파일들이사용자에게보이는 방식 (hierarchical tree structure).

■ XML eCTD instance:  

XML processer에 의해 프로세스되는구동파일로 ‘0000’과 같은 submission sequence 

number 디렉토리안에 위치. eCTD 문서 내에서 instance로부터 leaf 파일로의링크

■ Content files: CTD에 정한 내용을작성한 파일들

• 디렉토리 Directory: 다른 파일이나 디렉토리로 참조되는 파일 시스템 목록 구조

∗ Directory structure

∗ XML eCTD instance

∗ Content files





eCTD와기존 CTD의비교

Paper CTD eCTD

볼륨, 색인, 간지를 포함한 양식으로 저장하였다가 종이
로출력함

폴더에 들어있는 전자문서로서 저장

A4용지 사용 전자문서는 A4나 US 레터사이즈 모두가능

TOCs와볼륨 번호로 필요한 내용탐색 XML backbone으로탐색

필요한 내용은 CTD 섹션 번호로 상호 참조 필요한 내용에 대해 하이퍼링크로 상호참조

TOCs, 페이지번호, 상호참조 주석을 이용하여 문서에서
직접 필요한 내용을 찾아야 함

TOCs, 북마크, 하이퍼링크로 탐색

바인더들을 싣고 가서 제출해야 함 지정된 포털로 제출



Appendix 1: Overall Architecture

Appendix 2: The eCTD Submission

Appendix 3: General Considerations for the CTD Modules

Appendix 4: File Organization for the eCTD

Appendix 5: Region Specific Information Including Transmission and
Receipt

Appendix 6: The eCTD XML Submission

Appendix 7: Specification for Submission Formats

Appendix 8: XML eCTD DTD

ICH ECTD SPECIFICATION V3.2.2
APPENDICES



ICH eCTD Specification v3.2.2

Appendix 2: The eCTD Submission

■ Common Format

– Narrative: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 Structured: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 Graphic: Whenever possible, use PDF. When appropriate or when PDF is not possible, use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Scalable Vector Graphics (SVG), and 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Special formats for very high resolutions could be appropriate on a case-by-case 
basis.

■ Regional Format: 위 공통포맷이외의사용은권장되지않음. 예외; Legacy transition 

■ Links: Hyperlink 사용

■ Checksums: 각 파일의 integrity를 checksums을비교하여검증.

■ Name:  영문자 "a"~"z" [U+0061 ~ U+007A], 숫자 "0"~"9" [U+0030 ~ U+0039], "-" [HYPHEN-MINUS, U+002D].

– 바른 사용례: <확장자 제외> part-b, myfile, hello, <확장자 포함> myfile.pdf, hello.cm

– 잘못된 사용례: <확장자 제외> part a (빈칸X), hello:pdf (콜론 : X), part_a (‘_’ X), Parta (대문자X)

– 디렉토리 name은 단일 name으로, 파일명은 하나의 name에 ‘.’ [FULL STOP, U+002E ]으로 확장자 이름이 연결됨.

– "U+“는 Unicode [UNICODE] 표시법.

– 최대 64문자 (extension 포함)까지, path의 최대 길이는 230문자 (Regulator 26추가 허용). 

– 허용 길이가 넘어갈 때는 축약해야 함 (Appendix 4 참조)

■ CTD modules에대한일반사항: 폴더명은 ICH specification과일치시킬것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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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어느 업체에서 제공한 것이든 기준에 맞는 Portable Document Format (PDF)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접근성을 확실히 하고, 웹에서 빨리 열어 보기 위하여 100 megabytes를넘지 않도록 함.

■ Version: PDF version 1.4 사용. PDF/A-1 (ISO 19005-1:2005)는보관용이므로 eCTD에는 부적합함. 

■ Fonts: PDF viewing software는 사용자 컴퓨터에 문서생성 폰트가 없으면 자동으로 폰트를 변환하며 이 기능 때문에 문서의 모양
과 구조나 혹은 정보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음. 각 허가 기관이 Acrobat product set에 Times New Roman, Arial, Courier를제외
한 폰트를 갖고 있음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기타 폰트를 사용할 경우 검토자가 그러한 폰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모든
문자를 깔아야 하면 파일 크기가 커지므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

– 각 문서 당 사용하는 폰트 수를 제한

– True Type 또는 Adobe Type 1 폰트만 사용

– 사용자 폰트의 적용을 피함

– 일본어 폰트 (2-byte)는 로마자 폰트 (1-byte)보다 크므로 일본어는 subset 삽입을 허용함. Embedding fonts를허용함으
로써 검토자는 컴퓨터에 동일 폰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문서를 제대로 보고 또 출력할 수 있음. 

– Subset: Full-set 설치는 해당 문서에 없는 문자까지 모두 설치하는데 비해 Subset은해당 문서에 사용된 폰트만을 설치하
는 것을 의미함. 일본어처럼 2-byte를 쓰는 언어에는 모두 subset 설치가 허용되지만 파일 용량이 커지고 출력이 느려짐에
유의하여야 함. 

– 폰트 크기: 서술 문서에는 Times New Roman, 12-point 폰트 권장. 표나 차트에 12포인트 이하를 쓰고 싶겠지만 가독성
을 위해 가능한 피해야 함. 표가 나뉘어 비교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부득이하면 Times New Roman font sizes 9-10 나 이
와 동등한 크기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보다 작아지는 일은 피하도록 할 것. 

– 폰트 색깔 : 검은색 사용 권장, 하이퍼텍스트 링크에는 청색 사용 .옅은 색 사용이나 배경 shadowing 처리는 피할 것.   제
출 전에 gray scale 프린터로 샘플 페이지를 출력하여 미리 확인 요망. 

■ 페이지 설정: 용지방향이 세로인 것은 세로, 용지방향이 가로인 것은 가로로 보이도록 마지막 PDF로 저장할 때 설정에 주의. 

■ 용지 크기와 여백: 용지 A4 (210 x 297 mm) 혹은 Letter (8.5” x 11”)에여백은 좌측 최소 2.5 cm 권장. 

용지방향가로인 경우 (통상 표나 publications)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여백을 줄이는 것이 허용됨 (최소 위 2.0 cm,     

좌우 0.8 cm). 머릿글과 바닥글 정보는 위 여백 안에 보이도록 설정해도 되지만 출력 시 잘릴 정도로 배열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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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문서와 이미지생성 방법 Methods for Creating PDF Documents and Images

– 종이 문서를 가장 잘 복제할 수 있는 PDF documents 생성 방법을 선택하고, 제출 전 PDF 버전에서 출력하여 확인할 것. 

– 서류로만 존재하는 문서는 화면으로든 출력해서든 독해 가능한 해상도로 스캔할 것 (파일 크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300 dots per inch 
(dpi) 권장). 

– Grayscale이나 컬러는 파일크기가 커지므로 권장하지 않음.  저해상도로 다시 스캔하는 것도 피해야 함. 

– 이미지를 포함하는 PDF files을 생성 시 압축 downsampling하지 말 것 (원본의 모든 픽셀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불가피한 경우 무손실 압축 테크닉 (lossless compression technique) 적용: 

•컬러와 grayscale 이미지: Zip/Flate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함). Internet RFC 1950 and RFC 1951 
(http://www.ietf.org/rfc/rfc1950.txt) 참조.

• 흑백 이미지: , CCITT Group 4 Fax 압축. CCITT recommendations T.6 (1988) - Facsimile coding schemes and coding control 
functions for Group 4 facsimile apparatus 참조.

– 손으로 쓴 내용을 포함한 문서는 적어도 300 dpi 이상의 해상도로 스캔. 

– 손으로 쓸 때는 검은 색을 사용하고, 한자와 같은 문자가 포함된 문서는 600 dpi 이상의 고해상도로 스캔. 

– 사진은 600 dpi 해상도, 흑백 사진일 경우 8-bit grayscale 이미지, 컬러 사진은 24-bit RGB 이미지가 권장됨, 

– 캡쳐 이미지는 붙여서는 (non-uniform scaling / i.e., sizing)해서는 안되고 , 겔 (Gels)이나 핵염색체 현미경사진 (karyotypes)은 직접

스캔 (600 dpi  및 8-bit grayscale depth).

– Plotter output graphics는 스캔하거나 디지털 캡쳐 ( 300 dpi)

– High-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나 동종 이미지는 스캔 (300 dpi)

■ 신청자는출력물의품질을 반드시 validation 할 것.

http://www.ietf.org/rfc/rfc195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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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링크와북마크 Hypertext Linking and Bookmarks

– PDF  문서 탐색을쉽게 하기 위해 Hypertext links와 bookmarks 사용. Hypertext links는 가는 선의직사각

형 혹은청색 문자로표시 .

– ToC가있는 문서는모든 표, 그림, 참고문헌과 부록을포함해서 ToC의항목마다 북마크로표시.

– 북마크는 ToC 계통과순서에따라 배열 (ToC 이외내용의 북마크를만들면안되고, 4 level 이하 권장).

– 동일한페이지에있지 않은 주석 annotations , 연관섹션, 참고문헌, 부록, 표 또는 그림을지원하기위해 문서

전체에 hypertext links를 사용하면탐색 효율을높일 수 있고, 디스크드라이브간 폴더이동 시 하이퍼링크의

기능 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 relative paths를통해 hypertext links를 생성. 

– 특정 드라이브나루트 디렉토리에서참조하는 Absolute links는 허가당국의네트워크서버에서는작동하지않

으므로북마크나하이퍼링크를생성할 때심사자가 사용하고있는 magnification level 과 동일한레벨에서참

조하는페이지가보이도록 magnification setting Inherit Zoom 을적용할 것. 

– 북마크가모두 open 되게 설정하면웹브라우저의 ‘refresh’ 시간에 영향을미칠 수있고, 모두 close 설정을 하

면 심사자가일일이열어야 하므로유용성이떨어지는문제가 있어 expanded 시켜야할지 collapse 시켜야할

지 명확한가이드라인은없지만, 심사 유용성을고려하여제출 서류 전반에걸쳐 유사문서간 일정수준의 일관

성이 있도록설정하도록함.  



Validation
■ Validation: 여러 벤더의 Validator를 free download 가능하며 아래 항목검증

■ DTD: Backbone과 STF을 포함한 XML files 확인

■ Checksum: Leaf element 내의 각 checksum이 맞는지 확인

■ Leaf ID: 각 leaf element 당 하나씩의 ID attribute가 있는지 확인

■ 폴더 구조 Folder structure: 폴더 구조가 ICH 권장 사항에 맞는지 확인. 통상 경고로 뜨지 에러 메시지로 남지 않음. 

■ 파일 누락 Missing files: 제출 파일이 leaf element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각 leaf element 당 해당 파일이 들어

갔는지 확인 (예외: “delete” operation인 leaf element)

■ 빈 폴더 Empty Folder: 제출 서류 중 빈 폴더가 있는지 확인. 빈 폴더 삭제 여부 결정할 것.  

■ Naming: 폴더/ 파일의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

■ 툴/ 시스템 적합성 Tool / System compatibility: US 지역 가이드는 PC SAS 실행이 가능한 SAS program이 필요하

고 해당 프로그램 지원 파일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보여야 함.

■ Operating System: 프로그램 구동에 win2000, windows XP 또는 그 이상 버전이 필요. 

■ Usability: eCTD backbone 구축을 위해 index.xml 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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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xendo.com/news-blog/blog/83-nees-the-roadmap-ends-i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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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D - MFDS

77



eCTD - M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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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 PDF files과 electronic datasets이기준에맞는가?

■ 제품 life cycle을고려하여적절한 granularity는?

■ eCTD 각 모듈에적합한내용이들어가도록관리

■ eCTD는 다른지역에도재사용가능

■ 지역적차이관리



Quality Control (QC)

■ 심사자에게 QC findings 리스트를제공할수 있는수단

■ QC는 어떠한허가자료제출을위한프로젝트에서이든중요한과정의

하나로서, eCTD 제출을위한 QC는 자료를인쇄하여 publisher가 QC

를 하는것부터시작됨.

■ 최종 QC에서는 작성문서의품질에만집중하도록!!! 



QC of eCTD

■ eCTD 편집전

– 문서 간 링크 QC 

– 링크가 깨진 곳은 없는지 다시 체크

– 모든 문서가 제자리에 있는지, 빠진 문서는 없는지 체크

– eCTD viewer로 문서 제목 titles 점검

■ eCTD 편집후

– Validate eCTD

– 깨진 링크는 없는지 재점검





확인해보아야할것…심사자의관점에서… 

목표는심사자가접근하기쉬운 eCTD를제공하여심사자가내용에

충실한심사를할 수 있도록해주는것.

*탐색이용이한가?

*문서에서필요한부분을쉽게복사하고붙여넣을수있는지? 

*문서를출력했을때 페이지번호가제대로보이는지?

*eCTD 트리에서같은종류로보이는문서들을쉽게구분하여원하는정보를

탐색할수있나?

*eCTD 전체에양식의통일성이유지되고있는지? 

*북마크, 링크, ToC를통해문서내에서참고자료를쉽게탐색하고접근할수

있는가?

*최신버전의문서임을쉽게확인할수 있는가? (예; 프로토콜, Investigator 

Brochure, Label, 안정성시험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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