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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국제 의약 용어)는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의약품 국제 조화
회의)의 후원 하에 개발되었습니다. MSSO(MedDRA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Organization, 국제
의약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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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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하는이유?

데이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검색/추출(Retrieve)

• 제시(Present)

• 분석(Analyse)

• 전달/공유(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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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코드

• 모든 MedDRA 용어는 “1”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 코드가
부여되어 있음

• 코드 자체는 의미가 없음

• 코드는 다양한 전자 보고서 형태(e.g.,  E2B)에서 데이터 필드
값으로 사용됨

• 새로운 용어에 순차적으로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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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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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용어 선택 및 코딩

• MedDRA 용어 선택 ≈ 코딩

– 특히, 제약 바이오 회사의 의학 부서/약물 감시/임상 시험
분야에서는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코딩’ 또는 ‘코드화’를 MedDRA ‘용어
선택’의 의미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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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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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화 규칙(Coding 
Conventions) 이란? 

• 각 기관 내 MedDRA 코딩 방법을 기술한 일종의 ‘사내
가이드라인’ 문서

• 코딩의 정확성(Accuracy)과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해
필요

• 일반적인 주제

– 철자 오류, 줄임말(Abbreviations), 두문자어(Acronyms)

– 합성어와 사유가 포함된(due to) 개념

– 항상 추가 질의가 필요한 용어, e.g., “Chest pain”

• ˹MedDRA 용어 선택: 고려 사항˼ 문서의 내용과 일관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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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화 규칙이 필요한 이유?

• 코딩하는 사람에 따라 의학적 배경 또는 지식이 다를 수 있음

• 일관성 이슈 (과거의 다른 용어집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음)

• 자동 인코딩 기능이 있더라도 수작업이 필요함

11



특정 회사/제품에만 해당하는
코드화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 MedDRA는 이러한 방법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 이유1: 많은 용어와 그 세분성(granularity)으로 인해 더욱
정확히 데이터를 표현/제시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유2: 이차 SOC 부여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함

• 이러한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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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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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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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1 Points to Consider 
Working Group (PtC 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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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어 선택 원칙

• 소스 데이터(Source Data)의 품질

•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 MedDRA 용어 및 구조 임의 변경 금지

• 항상 최하위 용어(LLT)를 선택

• 현재 사용(Current) 최하위 용어(LLT)만 사용

• 새로운 용어 요청을 하는 경우

• 용어 선택 시 의학적 판단 사용

• 둘 이상의 용어 선택

• 계층 구조의 확인

• 보고된 모든 정보에 대한 용어 선택 하되, 정보를 추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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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버전의 고려 사항 문서

• 요약된 버전의 고려 사항(PtC) 문서는 한국어로 제공됨 (영어,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 MedDRA 용어 선택

– 데이터 검색 및 제시

• MedDRA 버전 업데이트와는 독립적으로 관리; 일반원칙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업데이트

– 여러 나라에서 일관된 MedDRA 사용 증진을 위해 개발

16



요약 버전의 고려 사항 문서:
한국어 번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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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목록 및 코딩 품질 보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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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목록 (1)

• 각 독립적인 기관/회사에서 개발됨(MedDR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님)

• 매우 방대한 내용일 수 있음 (300,000개 이상의 원보고
언어(verbatims) 포함)

• 자주 보고되는 언어에 해당되는 MedDRA LLT에 배정해 둠

• 일관성을 증진시킴

• 자동 코딩을 할 때, 코딩 되는(hit) 가능성을 높임

• 유지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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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목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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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고 된 언어 선택된 LLT 설명

Throbbing above 

temple

Aching all over head

Pulsing pain in head

Headache 

Muscular pain in legs
Myalgia of lower 

extremities

LLT Muscular pain 

보다는 LLT Myalgia of 

lower extremities 가

사례 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더 나은

선택임



품질 보증 (QA) 보고서

• 일관성을 확인 (자동으로 코딩 된 것과 수작업으로 코딩한 것
모두)

• 코드화 규칙에 맞는지 또는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

• 새로이 나타나는 추세/편향성을 확인

•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확인이 필요 (원보고 언어에서 코딩 된
용어; 코딩 된 용어에서 원보고 언어; SOC에 따른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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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어가 없는(Unqualified)
검사 용어 목록 (1)

• MSSO 에서는 ‘한정어가 없는 검사 용어 목록’을 개발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용어들은 (e.g., PT Blood glucose) AE(이상사례)로써
보고 할 때 사용하면 안됨

• E2B의 검사 이름(Test name) 항목에 사용할 의도로 만들어
졌음

• 데이터 질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목록을 사용 할 수 있음

– 검사 이름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잘못된 사용 여부를 확인
가능

– 이는 다만 권장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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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어가 없는 검사 용어 목록 (2)

• MedDRA 웹사이트 내 관련 문서 (Support Documentation) 
페이지에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 SOC Investigations 내 LLT/PT 명 및 코드 엑셀 스프레드시트
파일(xlsx)로 제공

→ 22.0 버전 기준 약 3,800개 용어

• 설명 문서(pdf)

– 목적, 사용 방법 및 목록 개발에 대한 내용 수록

• JMO 웹사이트 에서 일본어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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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브라우저 데모
- 한국어 MedDRA 2016년 19.0 버전 초기 번역본 탑재,

- 브라우저도 4.0 버전 (최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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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검색 팁 (1)

• 먼저, 보고자가 사용한 정확한 단어/용어를 사용

• 하향식(top-down) 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모두
사용

• 주변 용어들(neighbors) 및 계층 구조를 고려

• 영어 검색 시, 어간을 사용, 

– e.g., “Pancrea”

• 영어 검색 시, 동의어 목록을 참고

– e.g., “Liver” and “Hep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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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내’ 동의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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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검색 팁 (2)

• 어려운 원보고 용어(Verbatim terms)의 이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등(웹 검색, 의학 사전 및 동료)를 활용할 것

• 필요시 고급 부울 검색(Boolean search) 기능 (i.e., 
“begins with”, “exact match”, “ends with”, “not 
contains”, “and”, “or”) 을 사용

• MedDRA 개념 설명(Concept Descriptions)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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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Concept 
Descriptions)

• MedDRA에서 의학적 개념이 어떻게 해석, 사용 그리고
분류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술

• 정의(Definition)가 아님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MedDRA 코딩 및 검색을 위해 마련됨

•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 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임

– 다른 규제 지역에서의 정의를 일관성 있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함

• MedDRA 입문 가이드(Introductory Guide) Appendix B로
포함되어 있음

• MSSO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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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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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코딩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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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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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1

특이성(Specificity)

The patient suffered from an allergic reaction to an 
antibi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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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2

증상 정보(Symptoms)

The patient states she has been experiencing cold 
sw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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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3

검사 정보(Investigations)

Lab results indicate the patient has increased troponin 
and increased CPK-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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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4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s)

Patient accidentally took drug Y instead of drug X and 
became short of br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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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5

환자에 관한 인구학적 정보(Patient demographics)

A 2 day old baby was noted to have a mild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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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6

적응증(Indication)

A 35 year old woman was taking Drug X to prevent
relapses of multiple 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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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7

특이성(Specificity)

She had a pathologic fracture of the neck of the left 
fe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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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8

특이성(Specificity)

Following the procedure, the patient experienced several 
days of const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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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9

사망 및 기타 환자 치료경과

(Death and other patient outcomes)

The 66 year old man died from a ruptured aortic 
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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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10

제품 품질 문제(Product quality issu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product was counterf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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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11

사회적 환경 관련(Social circumstances)

The patient was confined to a wheel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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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연습 12

서술 정보(Narrative 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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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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코딩 오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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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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코딩 오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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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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코딩유의점정리 (1)

• (원)보고자가 사용한 정확한 단어/용어를 사용

• MedDRA LLT의 특이성(Specificity)에 유의할 것

• MedDRA 계층 구조를 최대한 활용(exploit) 할 것 – 찾은
LLT가 내가 필요한 용어와 유사하다면 “주변” 및 “상위”
용어를 살펴 볼 것

• LLT의 위치를 확인 할 것 (즉, 상위 계층 구조를 확인하여
원보고 된 용어에 해당하는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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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코딩유의점정리 (2)

• 하향식(top-down) 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사용

•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등(웹
검색, 의학 사전 및 동료)를 활용할 것

• 필요시, 고급 부울 검색(Boolean search) 기능을 사용

• MedDRA ‘개념 설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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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코딩유의점정리 (3)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교육과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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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