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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란?

3

국제공통기술문서란?
 국제공통기술문서: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s)는
2000년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합의한 통일화된 표준문서
양식 업데이트 진행 중
 목적: 각국의 규제 당국에 제출되는 서류의 양식을 통일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편집 작업을 줄이고, 규제 당국자들의 자료검토를
촉진하며, 신청자와 규제 당국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허가신청 시에 제출하는 자료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자료의 양식 및
순서에 관한 지침 (허가신청 시에 요구되는 시험의 범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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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Visit http://www.ich.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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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

Visit http://www.ich.org/

ICH;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

• 의약품 허가의 과학적 기술적 측면 논의를 위해 유럽, 일본, 미국의 규제
당국과 제약산업계가 함께 모인 단체
• 1990년 창립 이래, 인류 보건 향상을 위해 ICH Global Cooperation
Group 이 의약품 개발 시 증가하는 당면 사안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 조화
의 잇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음.
• ICH's mission;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고품질 의약품이 최상의 효율
로 개발되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조화를 이루고자….
To achieve greater harmonisation to ensure that safe, effective, and high
quality medicines
are developed and registered in the most resource-effici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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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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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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 제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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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의 배경
• 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출 자료의 구성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한 것-
자료 개요와 자료 양식 및 순서에 관한 지침
• 동일 자료 및 서식으로 여러 나라에 신청 가능 신약개발의 국제화 촉진
• “형식”에 대한 규정. CTD 자료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자료의 요
건은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 비임상시험자료 요약 및 임상시험자료 요약의 경우 필요에 따라 약간의 변경 가능성
은 있으나 CTD의 기본 취지상 CTD에서 규정한 번호체계 및 형식은 원칙적으로 변
경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 “품목허가 심사자에게는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제약업계에는 해외 허가/등록 신청 시에 이중 작업을 단일화 함으로써 해외 진
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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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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제공통기술문서
도입 현황 및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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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도입 현황
• EU
2003년 • 스위스
• 일본
2004년 • 호주, 캐나다

2005년

• 미국 [Highly recommended]

• ASEAN [Recommended]
2009년 • 우리나라  신약

2016년

• 우리나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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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CTD 양식으로 제출 의무----
신약,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을
제출하는 의약품
(단, 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그밖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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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6조(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신약‧자료제출의약
품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아래
의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작성요령은 별표 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다만, 위 품
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중략②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종류는 별표 4의 심사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자료 목록
비교에 따라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사자료의 종류로 보고 자료의 요건, 면제범위 등을 적용
한다. 다만, 제3부의 품질평가자료 중 영업상 기밀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직접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 제출을 명시하고 그
자료를 작성한 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이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본다.
③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품목허가신청․신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공
통기술문서의 전자문서 작성요령을 공고한 경우 이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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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25조(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항- 면제 대상, ②항- 면제 예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가.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전문의약품 중 신약
(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품목 포함)[「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가목해당]
나. 전문의약품으로 기허가제품과 성분이 동일한 정제ㆍ캡슐제 또는 좌제 중
단일성분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상용의약품, 고가 의약품, 또는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제1항에 의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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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심사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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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②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
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및 별표
14의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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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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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번 호 주1)
2
3
4
5
6
제출자료
7
구분 1
가
나
가
나
가나다라마 바 가 나 다 라 가 나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1) 2)

8 비고

I. 신약
1. 화학구조 또는 본
질조성이 전혀 새로 ○○○○○○ ○ ○ ○○○○○○ ○ ○ ○ ○ ○ ○ ○○○○△ △ ○ ○ ○ ○ ○ ○ ○ ○
운 신물질 의약품
2. 화학구조 또는 본
질조성이 전혀 새로
○○
△ ○○○
운 신물질을 유효성 ○○○○○○ ○ ○ ○○○○○○ ○ ○ ○ ○ ○ ○
○○△
○ ○ ○ ○ ○ 주2
(*)(*)
(*)(*)(*)(*)
분으로 함유한 복합
제제 의약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 하 는 의 약 품중 ○○○○○○ ○ ○ ○○○○○○ ○ ○ ○ ○ ○ ○ ○ × × × × × △ △ ○ ○ ○ ○ ○ ○
방사성의약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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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documents matrix: Modu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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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심사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자료 목록 비교(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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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 구성 및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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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 구성 및 상세
• 제출서류의 종류에 따라, 큰 묶음의 구성 단위 별로 분류
• 분류된 세부 구성 단위를 모듈(module)이라고 함.
• CTD의 모듈은 5개 항목으로 구성
• 이 모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서는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로 구분
• 제1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제2부 ~ 제5부는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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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의 구성
모듈
제1부

내용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자료 개요 및 요약
2.1 목차
2.2 머리말

제2부

2.3 품질평가자료 요약
2.4 비임상시험자료 개요
2.5 임상시험자료 개요
2.6 비임상시험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
2.7 임상시험자료 요약

제3부

품질평가자료

제4부

비임상시험자료

제5부

임상시험자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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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1
 각 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하여 특허 정보, 제품 개요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요구하는 문서도 포함됨
 이 부분의 내용과 양식은 각 나라의 규제 당국에 의해 각각 결정됨
• 우리나라에서의 고유 신청양식 등이 해당되며, 국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
사규정｣에서는 허가신청서 사본, 허가신청 자료의 수집·작성 업무를 총괄하는 책
임자에 대한 정보, 외국에서의 사용 현황 및 유사 제품과의 비교 검토, 제조 및 판매
증명서 등과 같은 행정자료와 허가신청사항 및 심사 시 참고자료 등을 포함
• 미국, 유럽, 일본에서 현재 모듈 1에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서,
제출자료 목록, 특허 정보 등 각 국가의 제도에 의한 행정 문서, 유사 제품과의 비교
와 같이 검토 시 참고사항, GLP, GCP 등 각종 증명서와 허가신청사항이 주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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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1
제1부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1-1 목차
1-2 제조품목허가신청,신고서 또는 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사본
1-3 품목허가신청,신고 자료의 수집.작성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에 대한 정보
및 진술.서명 자료
1-4 품목허가신청.신고 자료의 번역책임자의 진술 및 서명자료 (외국어자료에
한함)
1-5 외국에서의 사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
1-6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1-7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출자료
1-8 자료사용 허여, 양도.양수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 증명서류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함)
1-9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 자료제출 증명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10 첨부문서 (안)
1-11 기타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필요한 경우에 한함)
28

Module 2
-제2부(모듈 2)는 모듈 3 품질평가자료, 모듈 4 비임상자료, 모듈 5 임상자료 요약자료
-모듈 2는 허가 당국 검토의 기본 자료

2.1 목차
2.2 머리말 (1쪽)
품질(Q)
2.3 품질평가자료 요약
(40쪽)

비임상(S)
2.4 비임상시험자료개요
(30쪽)

임상(E)
2.5 임상시험자료 개요
(30쪽)

2.3.S 원료의약품

2.6 비임상시험자료 요약/

2.3.P 완제의약품

요약표 (100-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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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상시험자료 요약
(50-400쪽)

Module 2
2.1. 목차
-3단계(예를 들어 2.3.S) 또는 4단계(예를 들어 2.3.S.1)까지 기재
2.2. 머리말
심사자가 자료검토 전에 의약품에 대해 대략 이해할 수 있도록 1쪽 이내에 해당 의약품
이 속하는 약리학적 분류, 작용기전, 임상개발과정, 예상 효능·효과 등을 기술
2.3. 품질평가자료 요약
-제3부의 내용범위 및 흐름과 동일하게 요약한 자료
-제3부 내용을 요약  주요 항목 위주로 설명하고, 제3부 등을 상호 참조.
-기술 자료의 요건이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모두 기술.
-머리말  품질부분만을 검토하는 심사자를 위해 전체 머리말과 유사하게 작성
2.4. 비임상시험자료 개요
-공통기술문서에 있는 비임상시험 정보를 통합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제공.
-약리학적, 약동학적 및 독성학적 심사에 대한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제시.
-시험 수행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찰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
-시험 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타당성을 입증할 것.
30

-새로운 첨가제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첨가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

Module 2
2.5. 임상시험자료 개요
-국제공통기술문서에 포함된 임상시험성적의 중요한 분석결과를 제공
-주로 허가 당국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심사할 때에 이용
-임상시험 이외의 분야의 심사자가 임상시험 정보를 총괄적으로 얻는데 유용한 자료
-개발계획과 시험결과의 강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목표 적응증의 편익/위험성 분석
2.6. 비임상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
-비임상 약리, 약동학 및 독성시험 요약문을 적절한 양식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함.
필요한 시험의 종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결과 기재의 적절한 형식을 제시.
-일반적인 상식과 허가 당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요약문을 작성.
-결과의 이해와 평가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해가 쉽도록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2.7. 임상시험자료 요약
-모든 임상시험성적을 자세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요약하는 것이 목적.
-제5부에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이용하여 복수 시험에서 중복되는 병합 해석 또는 메
타 분석에서 얻어진 정보,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판 후 보고서를 포함.
-시험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은 실제 관찰 자료에
입각하여 요약할 것
31

(cf. 임상시험자료 개요는 임상

에서 얻어진 정보 및 기존 치료법 안에서 해당 의약품의 위치에 관한 고찰을 포함해 임상시험 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

Module 2
2.7.R 가교자료
-ICH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
-외국 개발 신약의 경우 가교자료를 이 항목에 포함시켜 작성할 것.
-가교시험, 다른 외국 임상시험, 기타 정보를 고찰하여 작성된 가교자료 설명서가 위치하고, 가
교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항목 ｢5.3.5.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보고서｣의 적절한 곳에 포함하며,
항목 2.7.R의 가교자료 설명서는 항목 5.3.5.를 상호 참조한다.

Cited from CTD M4E(R1) CTD for the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 for human use-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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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2
제2부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자료개요 및 요약
2.1 목차
2.2 머리말 (1쪽 내외)
2.3 품질평가자료요약 (40쪽 이내)

머리말 (명칭, 회사명, 제형, 함량, 투여경로, 신청 효능·효과 등 소개)
2.3.S 원료의약품, 2.3.P 완제의약품, 2.3.A 부록, 2.3.R 지역별 정보

2.4 비임상시험자료 개요 (30쪽 이내)
일반사항, 목차와 형식

2.5 임상시험자료 개요

머리말, 목차, 2.5.1 제품개발배경, 2.5.2 생물약제학 개요, 2.5.3 임상약리학 개요,
2.5.4 유효성 개요, 2.5.5 안전성 개요, 2.5.6 유익성과 위험성에 관한 결론, 2.5.7 참고문헌

2.6 비임상시험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

2.6.1 머리말, 2.6.2 약리시험 요약문, 2.6.3 약리시험 요약표, 2.6.4 약동학시험 요약
문, 2.6.5 약동학시험 요약표, 2.6.6 독성시험 요약문, 2.6.7 독성자료 요약표

2.7 임상시험자료 요약

머리말, 2.7.1 생물약제학적 시험의 요약과 관련된 분석법에 대한 요약, 2.7.2 임상약리
시험에 대한 요약, 2.7.3 유효성에 대한 요약, 2.7.4 안전성에 대한 요약, 2.7.5 참고문헌,
2.7.6 개개의 시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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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3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Quality)에 관한 자료로 안정성시험자료 포함
제3부 품질평가자료
3.1 자료목차 (TOC; Table of Contents)
3.2 본문
3.2.S 원료의약품

3.2.S.1 일반정보, 3.2.S.2 제조, 3.2.S.3 특성, 3.2.S.4 원료의약품의 관리, 3.2.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3.2.S.6 용기 및 포장, 3.2.S.7 안정성

3.2.P 완제의약품

3.2.P.1 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3.2.P.2 개발의 경위, 3.2.P.3 제조, 3.2.P.4 첨가제
의 관리, 3.2.P.5 완제의약품의 관리, 3.2.P.6 표준품 및 표준물질, 3.2.P.7 용기 및 포
장, 3.2.P.8 안정성

3.2.A 부록

3.2.A.1 시설과 장비, 3.2.A.2 외인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3.2.A.3 첨가제

3.2.R 지역별 정보
3.3 참고문헌
3.4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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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4
• 비임상시험자료의 구성에 대해 합의된 양식을 제공.
•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중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및 ‘독성에 관한 자료’
• 정보의 나열 순서
• 약리시험- 비임상 약동학시험- 독성시험
-약리시험: 1차 및 2차 효력시험- 안전성약리시험- 약력학적 약물상호작용
-비임상 약동학시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시험
-시험관내 시험- 생체내 시험
-동물 종: 마우스- 랫드- 햄스터- 토끼- 개- 영장류
• 비임상 약동학시험에서는 분석방법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포함한 생체시료에 대한 분
석법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가능하면 분석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와 생체시료의 안정
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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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4
제4부 비임상시험자료
4.1 ToC
4.2 시험자료

4.2.1 약리시험
1차효력시험, 2차효력시험, 안전성약리시험, 약력학적 약물상호작용

4.2.2 약동학시험
분석방법과 밸리데이션보고서 (가능한 경우),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약동학적 약물상호작
용 (비임상), 기타 약동학 시험

4.2.3 독성시험
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발암성시험 (독성동태 평가 포함), 생식.발생독성
시험 (용량설정시험과 보조독성동태 평가 포함/ 수태능 및 초기배발생시험, 배.태자발생시
험,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발육기 동물에 투여하고 또는 더 평가한 시험), 국소내
성시험, 기타독성시험 (실시한 경우/ 항원성시험, 면역독성시험, 기전독성시험, 의존성, 대
사물, 불순물, 기타)

4.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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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5
• 임상시험자료 및 관련 정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
• 자료의 배열은 시험의 주된 목적에 의해 결정하고, 각 자료는 하나의 항에만 첨부하며
복수 목적인 경우에는 첨부를 반복하지 않고 관련 항을 인용.
• 순서: 생물약제학, 약동학, 약력학,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시험, 시판 후 경험의 순서로
개별 임상시험 보고서 첨부.
• 제2부 임상시험자료 개요 및 요약에서는 유효성 및 안전성을 별도 항목으로 요약했으나,
제5부에서는 개별 임상시험 보고서에 유효성 및 안전성 내용이 각각 포함됨.
• 인용된 참고문헌들은 제5부에 첨부하거나 검토자의 요청에 제공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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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5
제5부 임상시험자료
서론
5.1 목차
5.2 임상시험일람표
5.3 임상시험자료
생물약제학시험보고서, 인체시료를 이용한 약동학과 관련된 시험
보고서, 인체약동학(PK) 시험보고서, 인체약력학 (PD) 시험보고
서, 유효성과 안전성 시험보고서, 시판 후 경험에 대한 보고서, 증
례기록서와 개별환자 목록
5.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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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 4 Organization of CTD,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June15, 2016

OBJECTIVE OF THE GUIDELINE

기술문서에 공통된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
신청자는 자료 준비가 용이해지고,
검토자와 신청자 간의 의견 교환이 원활해 지며,
검토기관 간의 정보 교환이 간단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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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ICH M 4 Organization of CTD,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June 15, 2016

40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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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 원칙


국제공통기술문서 전반에 걸친 정보의 배열은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심
사자의 신속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호해서는 안 되며 명료해야 한다.



문서의 본문과 표는 A4용지(EU, 일본 및 한국) 및 8.5″×11″용지(미국)에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을 주고, 제본 시에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왼쪽 여백을 충분히 준다. 본문과 표를 위한 글
꼴 크기는 복사 후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스타일과 크기여야 하므로, 영문의 경우에는 Times
New Roman의 12포인트(한글의 경우는 신명조, 12포인트)로 서술적 내용을 기술하도록 권
고하며,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각 부(module) 내에서 이용되는 머리글자 또
는 약어는 도입 부분에서 정의한다.
• 종이 : A4 (210 × 297 mm), 세로방향
• 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오른쪽 30mm, 왼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줄 간격 : 160%
• 글꼴 : 한글은 신명조, 12 포인트. 영문은 Times New Roman, 12포인트 (워드문서는 바탕체!!)
• 행의 정돈 : 양쪽정렬,
• 페이지 수 : 오른쪽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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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 원칙


제2부 기재 시에 제3부, 제4부, 제5부의 각 제출 자료와의 관
련사항을 분명히 하며,



제2부는 제출 시에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표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영어로 기재된 것은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부, 제4부 및 제5부는 원문이 영어로 기재된 것이면 원문을
제출해도 되며, 제3부, 제4부 및 제5부는 원문이 영어로 된 것
에 대해서는 한글요약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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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의 원칙


참고문헌은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bio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및 “Chemical Abstract”의 최신판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인용한다. ICMJE는 최초의 생물의학잡지에 투고하기 위한 통일 논문
규정을 벤쿠버 그룹에 의해 작성하고 1979년에 공표하였다.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세부내
용은 아래사항을 참고한다.
• 문헌은 본문 중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일련번호를 붙인다. (예)
Vane[1]은
• 문헌약자는 Chemical Abstracts(C.A.)에 따른다.
• 문헌란의 저자명은 여럿일 경우라도 등, et al.로 생략하지 말고 전부 기입한다.
• 인용문헌은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 명, 년도, 발행권수, 페이지 수 순서로 기재한다.
(예시) - Vane JR. Inhibition of prostaglandin synthesis as a mechanism of action for aspirin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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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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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작성
(Times New Roman, 12-point font 권장)

* 모든 페이지에는 개별 문서 별 (granularity document)로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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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어45기재할 것.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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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ity Document_cited from CTD M4(R4) _2016년도 주요 개정사항


Definition of a Document








하나의 문서 (a document)는 연속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겨 색인으로 다른 문
서와 구분이 되는 일련의 제출 문서를 말함
하나의 문서는 전자 제출 시의 한 파일 (a file)과 같음
문서로 제출한 건을 전자서류로 갱신할 때 제품의 판매 기간 중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별 문서를 다소간 변경 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문서 제출이든 전자
제출이든 개별 문서 (the granularity)는 동일 전자 제출 시, 새로운 파일은
이전의 서류 제출 시 색인으로 문서를 구분하였던 것과 동일한 부분에서 시작하
도록 작성한다.
제품의 판매 기간 중 제품 정보가 바뀌면 허가자료도 교체하여야 하고, 이때 일
관된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하나의 문서나 파일로 할 것인지,
혹은 여러 개의 문서나 파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CTD/eCTD 계층 (hierarchy)에서 문서/파일이 어느 레벨에 들어가야하고, 각
레벨에 단일 문서가 적합한지 혹은 여러 개의 문서가 적합한지를 제시. 그러나
이들 예시가 모든 경우에 모든 섹션 (all sections)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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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ity Document_cited from CTD M4(R4) _2016년도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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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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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신청인은 제품의 시판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관련
정보를 바꿔야 할 때 CTD와 eCTD에서 전체 문서
/파일을 교체할 것을 고려하여 개별 문서의 계층
레벨을 결정한다.
Note 2: 하나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하여, “S”
파트에 필요한 정보는 각 성분에 대해 전부 제출해야 함.
Note 3: 조제용 용매와 함께 공급되는 의약품의 경우, 파트 “P”
에 용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Note 4: CTD-Q에서는 하위 레벨의 제목이 개별 문서나 파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Note 5 : 각 지역의 가이던스 참조.
Note 6 : 참고문헌은 ToC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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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Module 4에서는 통상 각 연구보고서 별로 단일 문서를 제출
한다. 그렇지만 연구보고서가 큰 경우 (예; 발암성 시험),
신청인은 하나 이상의 문서로 제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의 본문부는 하나의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부록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제품의 시판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관련 정보를 바꿔야 할 때
전체 문서/파일을 교체할 것을 고려하여 개별 문서의 계층
레벨을 결정한다.
Note 2: 참고문헌은 ToC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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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신청자는 대체로 연구보고서를 여러 개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요, 연구보고서 본문, 적절한 부록들).
부록 부분은 임상시험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기술
하고 있는 ICH E3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품의 시판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관련 정보를
바꿔야 할 때 전체 문서/ 파일을 교체할 것을 고려하여
개별 문서의 계층 레벨을 결정한다.
Note 2: 하나 이상의 적응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각 효능 별로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Note 3: 참고문헌은 ToC에 반드시 57
넣어야 한다.

Document Pagination and Segregation


모든 문서는 1페이지부터 페이지 번호를 매길 것 (원래 페이지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참고 문헌은 예외).
신청자가 총 문서 페이지수 (n)를 병기한 '1 of n‘ 형식으로 매길 필요는 없다.



문서 내의 모든 페이지에 주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머릿글이나 바닥글이 있어야 함. 서류 내에서 원하는 내
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시 각 문서 앞의 색인에도 유사한 확인자를 넣어야 함.
전체 섹션의 번호와 제목을 축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섹션에 여러 문서를 넣을 경우, 배열 (chronology)과 제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섹션에 대한 목차 (Table
of Contents)를 넣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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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섹션에 하나의 문서만 들어간다면 (예; 3.2.S.1.1 Nomenclature), “3.2.S.1.1 Nomenclature”라고 쓰
58
인 색인 (tab)을 앞에 넣도록 한다.

Cited from the presen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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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Numbering within Documents


문서 내에서 5th, 6th 이상까지의 수준으로 subheading
numbering (예; 2.6.6.3.2.1)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신
청인은 문자열을 줄여 번호를 매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서번호와 이름 (예; 2.6.6 Toxicology Written
Summary)이 페이지 머릿글 혹은 바닥글에 보이도록 작성해야 하고 문
서 안에 섹션 번호를 1, 1.1, 2, 3, 3.1, 3.2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문자열 번호 (e.g. 2.6.6.3.2.1) 형식 또한 사용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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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Formatting – Module 2


2.1 CTD Table of Contents 에는 Quality Overall Summary
에서 문서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에 따라 3번째 레벨 (예;
2.3.S) 또는 네번째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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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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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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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첨부문서나 부록을 양식에 넣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한 섹션에 다수의 문서가 포함되는 문서는 예외이고, 이러한 경
우, 관련 섹션 내에서 첨부된 문서로 상호 참조시켜 두어야 한다 .



하나의 문서로 이루어진 섹션에는, 추가 정보를 첨부하거나 부록을 만
들고 싶으면 해당 문서 안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모든 ToC 제목 도입부는 M4Q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머리말 이름
과 섹션 번호 또는 해당 색인에서 축약 제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색인에 기재한 식별자 (서류 제출의 경우에 한함) ,바람직하
게는 전체 제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ToC에서 페이지 매기기 양식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 문헌은 본 섹션에 대한 것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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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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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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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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Formatting – Module 5


ToC에는 주요 구성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전 항목을 포함시킬 것.




예; , 5.3.5.1.1 Placebo Controlled Trials

임상시험 보고서 레벨까지 기재할 것.


각 임상시험 보고서를 ToC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 보고서 섹션 (E3)은 허가자료의 Module 5 ToC 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각 임상시험보고서의 ToC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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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를 통해 작성자가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음.



한글 혹은 워드 (외국의 eCTD 대행업체들은 워드 양식 권장)



포맷 formatting, 서식 styles, 머릿글 headers, 바닥글 footers과 지
침 instructional text이 있는 파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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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어느 업체에서 제공한 것이든 기준에 맞는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을 사용할 수 있음 [ISO 32000-1:2008]. 단, JavaScript, dynamic content (e.g.,
audio, video or special effects), attachments, 3D content를 넣거나, 문서에 PDF
annotations을 포함시켜서는 안됨.



500 megabytes를 넘지 않도록 함.



Version: 권장사항은 ICH website 참조 (http://estri.ich.org/recommendations ) 제출

하는 PDF files는 Adobe Reader나 Acrobat (versions 8 or higher) 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추가 소프트웨어를 써야하거나 plug-ins
해야 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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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지침 Style Guide


서식 지침을 미리 정해 둠으로써 문서 작성자나 eCTD 제작자가
포맷 format에 대한 지침을 갖고 문서를 일관성있게 작성할 수 있
음- 서식, 성상, 기능성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자료 생성.



머릿글 headings 본문 body text 그림 figures 표 tables 구둣점
punctuations 약어 abbreviations 여백 margins 등에 대한 서식의 개요

를 제시할 것.


약물명과 같은 명칭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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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지침 Styl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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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문서 작성 예시- Overall ToC template

69

CTD 문서 작성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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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문서 작성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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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D?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
*

신청자와 허가당국 간 허가신청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전자제출의
생성, 검토, 시판 중 전주기 관리 life cycle management 및 보관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 ICH에서 신청자가 각 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eCTD
specification을 제공 (역방향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음)

* eCTD ver. 3.2, eCTD ver.4.0 (HL-7)
* 범위: eCTD에서는 Module 1과 시판 중 전주기 관리까지 다루고 있음
*

Cf. NeeS (Non eCTD electronic Submission)

* 구성:
* Directory structure
* Content files
* XML eCTD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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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xendo.com/news-blog/blog/83-nees-the-roadmap-ends-in2018

75

77

78

eCTD - MFDS

81

eCTD - MFDS

8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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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III. 품질 - 2007.05

•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설서 –III. 품질 - 2008.11

•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중 제1부에 대한 해설서- 2009.09.30

•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중 임상부분에 대한 해설서- 2009.09.30

•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중 비임상에 대한 해설서- 2009.09.30

•

생물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설- III. 품질- 2007

•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공통기술문서 품질요약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2015.12

•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2017. 10.

• ORGANISATION OF CTD M4(R4)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15 Jun. 2016)
• CTD SAFETY M4S(R2)-NONCLINICAL OVERVIEW AND NONCLINICAL SUMMARIES OF MODULE 2/ ORGANISATION OF
MODULE 4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20 December 2002)

• CTD EFFICACY M4E(R2)-CLINICAL OVERVIEW AND CLINICAL SUMMARIES OF MODULE 2/ MODULE 5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15 June 2016)
84 OF MODULE 2/ MODULE 3 (Current Step 4 version dated
• CTD QUALITY M4Q(R1)-QUALITY OVERALL SUMMARY
12 September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