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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보고를 위한 준비사항 및 실제 보고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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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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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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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화면, 파일보고(XML업로드) 프로세스 등 현행화
 -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최초, 추적), 의약품정보 입력 안내 

등의 수정 및 상세화
 - 이상사례보고 목록조회, 충실도점검 조회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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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정

1.1. 관련규정

1) 「약사법」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4조(부작용등의 보고)

   * [별표4의3]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

1.2.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1) 약사법 제68조의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 “의약품 등

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기한 보고처 비고

제조업자등*, 의약품도
매상, 약국개설자, 의료
기관개설자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생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약품안전나라 신속보고

제조업자등*, 의약품도
매상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정보

매 분기 종료 후 1
개월 이내

의약품안전나라 정기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간호사, 약사, 한약
사 또는 관련단체 및
기관

의약품등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제조업자등*

상시
보고가능

소비자(환자)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

관리기준’ 개정(‘21.3.8.)

구 분 개 정 내 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정보의

신속보고

·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회수 등 조치정보 :
3일 이내(국내조치계획 7일 이내) 보고

· 그 밖의 중대한 정보 중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7일 이내, 보고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 보고

 * 시행일은 공포일(3.8)이며,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안전성 정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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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문서(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1) ICH E2B(R3) 가이드라인

 (1) Implementation Guide（원문)

   * URL : https://ich.org/page/e2br3-individual-case-safety-report-icsr-sp

ecification-and-related-files

 (2) Implementation Guide（번역본)

   * URL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3056

2)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20.11.30)

 * URL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690

3)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항목 검증 룰

 * URL : https://nedrug.mfds.go.kr/bbs/34

4) 국제의약용어(MedDRA) 라이선스 등록 및 스페셜라이선스 신청 안내

 * URL : https://nedrug.mfds.go.kr/bbs/23/813/

2. 의약품이상사례 보고시스템 소개

2.1. 일반소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양식(ICH E2B(R3)) 시행(’21.6.1.)으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

확하고 높은 품질의 데이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이

하 보고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보고자는 E2B(R3) 기본 항목 및 한국 특화된 항목(KR) 입력 조건(필수 

값/비필수 값)에 따라 완결성 있는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제출시점에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소한의 구조화

된 정보를 제출해야 검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 완료 이

후 동 보고 건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추적 보

고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이상사례 보고에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국외 이상사례 보고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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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접속 방법

1) 일반인, 의약전문가, 제조수입업체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2)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내 협업시스템

(https://nedrugcoop.mfds.go.kr)

2.3. 보고방법

1) 화면보고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내 E2B(R3) 기반의 화면에 직접 입력

2) 파일보고(XML 업로드) : E2B(R3) 기반의 XML 파일을 업로드

3) 파일보고(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OAP) 연계) : E2B(R3) 기반의 

XML 파일을 전자전송

2.4. 보고 프로세스

1) 화면보고

2) 파일보고(XML 업로드) : E2B(R3) 기반의 XML 파일을 업로드

 * 업로드된 XML파일은 매 10분마다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

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에 따라 검증이 진행됩니다.

 * 업로드한 XML파일에서 한국형(KR) 항목에서만 오류가 있는 경우 임시저장됩니다.

 * XML파일 검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5.3. 파일보고(XML업로드) 및 5.4 파일보

고(SOAP연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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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보고(SOAP연계) : E2B(R3) 기반의 XML 파일을 전자전송

 * 전송된 XML파일은 매 10분마다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에 따라 검증이 진행됩니다.

 * XML파일 검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5.3. 파일보고(XML업로드) 및 5.4 파일보

고(SOAP연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진행상태

진행상태 설명
항목검증(검증) 화면입력, 업로드 및전자전송한 XML파일의입력된값의유효성을검증하는 단계
항목오류 유효성 검증 시 항목오류가 확인된 상태
임시저장 보고완료 전 임시 저장된 상태
보고완료 보고가 완료된 상태

3. 의약품이상사례 보고시스템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3.1. 회원가입

1)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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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인증

개인회원

개인

사업자회원

법인회원

① 개인회원, 개인사업자회원, 법인회원 중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본인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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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원(일반인 및 의약전문가)

①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보안문자, 성명, 회원구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② 회원구분 중 일반인, 약사, 의사 등 입력항목 중 해당하는 정보로 선택합니다.

③ 를 클릭합니다.

4) 개인회원(제조·수입업체 소속 직원)

①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보안문자, 성명, 회원구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② 회원구분 중 제약업체, 도소매업체 등 입력항목 중 해당하는 정보로 선택합니다.

③ 소속회사명 항목의 를 클릭하여 업체정보를 검색하여 소속회사 정보

를 조회하여 적용합니다.

④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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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회원

①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보안문자, 성명, 회원구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② 본인인증단계에서 입력한 대표자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력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자ID 발급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회원구분 중 제약업체, 대행업체, 병의원, 의료기기업체, 도소매업체 등 입력

항목 중 해당하는 정보로 선택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여 승인 완료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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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회원

①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보안문자, 성명, 회원구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② 본인인증단계에서 입력한 대표자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가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자 ID 발급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회원구분 중 제약업체, 대행업체, 병의원, 의료기기업체, 도소매업체 등 입력

항목 중 해당하는 정보로 선택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여 승인 완료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를 클릭합니다.



- 9 -

□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계정관련 안내사항

(1)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위임 관련

제조·수입업체에서 기타기관(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에 의약품 이상사

례 보고를 위임하는 경우, 기타기관 직원이 개인회원 가입 시 위임받는
제조·수입업체로 소속등록 후, 제조·수입업체 대표계정으로부터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 주의 : 기타기관 직원이 위임받는 제조·수입업체 소속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고하는 경우 제조·수입업체의 보고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권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
라서 제조·수입업체-기타기관 간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위임

에 관한 사항(계정 등록 등)은 제조·수입업체에서 관리해야합니다. 기

타기관에 위임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제조·수입업체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병·의원 이상사례 보고 관련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이상사례 보고내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대표계정을 생성하여 보고해야 소속기관별 보고내역

관리가 가능합니다.

※ 주의 : 병·의원 및 약국에서 소속직원(간호사, 약사, 의사 등)이 개인회
원으로 가입 후 보고하는 경우, 소속 병·의원 및 약국의 보고내역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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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일보고를 위한 준비사항

1) 파일보고(XML 업로드 및 SOAP연계)를 위한 보고자 ID(Sender ID) 발급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보고자ID/라이선스 등록 > 보

고자ID 신청 > 자동 승인

①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이상사례메뉴에서 보고자ID/라이선스 등록을 클릭합니다.

③ 보고자 ID의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고자 ID는 자동승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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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보고(XML 업로드 및 SOAP연계)를 위한 연계ID 발급

의약품안전나라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보고자ID/라이선스 등록 > 

연계ID 신청 > 승인(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담당자 확인 후 승인)

①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이상사례메뉴에서 보고자ID/라이선스 등록을 클릭합니다.

③ 연계 ID의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계 ID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담당자 확인 후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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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edDRA 라이선스(스페셜라이선스) 등록

의약품안전나라 내에서 MedDR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edDRA 라이선스를 등

록하거나 MedDRA 스페셜라이선스를 신청해야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담당

자가 등록 및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승인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MedDRA 

라이선스 등록 및 스페셜라이선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3. 관련문

서(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에 안내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메뉴 위치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MedDRA 라이선스 등록현황

*　협업시스템 메뉴 위치 : 이상사례보고 > MedDRA 라이선스 조회

1) MedDRA 라이선스 등록

① 보유한 MedDRA 라이선스의 등록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를 클릭합니다.

2) MedDRA 스페셜라이선스 신청

① MedDRA 스페셜라이선스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신청일 기준 이전 회계연도의 연매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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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이상사례 보고관련 주요 안내사항

4.1. 최소 보고정보 및 필수항목

“식별 가능한 환자”, “식별 가능한 보고자”,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의심 의약품”의 4가지 정보가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대상입니다. 위

의 4가지 정보가 모두 수집되었다면, 아래의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1 C.1.1
Sender’s (case) Safety Report Unique
Identifier

보고자관리번호

2 C.1.2 Date of Creation 작성일
3 C.1.3 Type of Report 보고 구분

4 C.1.4
Date Report Was First Received from
Source

최초 발생인지일

5 C.1.5
Date of Most Recent Information for
This Report

가장 최근의 발생인지일

6 C.1.6.1 Are Additional Documents Available? 추가 자료 여부

7 C.1.7
Does This Case Fulfil the Local Criteria
for an Expedited Report?

신속보고 여부

8 C.1.8.1 Worldwide Unique Case Identification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
9 C.1.8.2 First Sender of This Case 최초 보고자 규제당국 여부

10 C.1.9.1
Other Case Identifiers in Previous
Transmissions

이전 전송에서의 기타 보고자관
리번호 유무

11 C.2.r.4 Qualification 원보고자의 자격
12 C.3.1 Sender Type 보고자 구분
13 D.1 Patient (name or initials) 이름(이니셜)
14 E.i.2.1a MedDRA Version for Reaction / Event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MedDRA 버전
15 E.i.2.1b Reaction / Event (MedDRA code)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MedDRA 코드
16 E.i.3.2a Results in Death 사망
17 E.i.3.2b Life Threatening 생명의 위협
18 E.i.3.2c Caused / Prolonged Hospitalisation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19 E.i.3.2d Disabling / Incapacitating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20 E.i.3.2e Congenital Anomaly / Birth Defect 선천적 기형 초래
21 E.i.3.2f Other Medically Important Condition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22 E.i.7
Outcome of Reaction / Event at the
Time of Last Observation

최종 관찰 결과

23 G.k.1 Characterisation of Drug Role 의약품 구분

24 G.k.2.2
Medicinal Product Name as Reported
by the Primary Source

원보고자가 보고한 의약품명

25 H.1
Case Narrative Including Clinical Course,
Therapeutic Measures, Outcome and
Additional Relevant Information

사례 설명

※ 출처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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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고서 식별을 위한 보고서정보

1) 보고자관리번호(C.1.1) : 개별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ICSR)의 고유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2)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 : 최초보고의 경우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

호(C.1.8.1)는 보고자관리번호(C.1.1)와 동일합니다.

* 주의 : 최초보고 후 추적보고 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주의 : 국외 사례의 경우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는 국외 품목허가권자로부터 전

달받은 정보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4.3. 최초, 추적보고 방법

1) 최초보고 :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을 최초로 생성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추적보고 : 보고 완료 이후 동 보고 건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보고시 생성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와 동일한 고유식

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를 입력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존 KAERS 보고건에 대한 추적보고 방법 안내

구분 추적보고 방법

국내
보고

KAERS시스템에서 보고한 최초보고의 안전원관리번호를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
호(C.1.8.1)”에 입력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예시)

구분
KAERS 정보 의약품안전나라 이관 정보

보고자
관리번호

안전원
관리번호

보고자
관리번호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

최초보고 KIDS-001 20190531001 → KIDS-001 20190531001

추적보고1 KIDS-001_1 20200525003 → KIDS-0001_1 20190531001

추적보고2 KIDS-001_2 20210601100 → KIDS-0001_2 20190531001

추적보고3 - KIDS-001 20190531001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추적보고3이 필요한 경우 KAERS에서 보고한 최초보고
의 안전원관리번호 “20190531001”을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에 입
력합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ICH E2B(R3) 매핑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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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적보고 방법

국외
보고

KAERS-foreign 시스템에서 이관된 보고건의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를
확인하여 동일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를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예시)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KAERS-foreign 입력 정보

보고자관리번호(A.1.0.1) FR-0001 FR-0001 FR-0001 FR-0001 FR-0001

규제기관의 관리번호(A.1.10.1) - REG-001 - REG-001 REG-001

다른보고자의보고자관리번호(A.1.10.2) - - COM-001 COM-001 REG-001

의약품안전나라에 이관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
FR-0001 REG-001 COM-001 FR-0001 REG-001

* 해당 유형은 E2B(R2) 기준 보고 오류입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ICH E2B(R3) 매핑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4.4. 보고 수정 및 무효화 방법

이미 보고완료된 보고서의 내용 수정 및 보고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추적보고

의 형식으로 보고 내용 수정 및 기 보고건에 대한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1) 보고 수정 : 수정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과 

동일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를 작성하고, 보고 무효화/수정(C.1.1

1.1)항목을 ‘2=수정’으로 선택하고 보고 무효화/수정 이유(C.1.11.2)항목에 

수정사유를 입력하고 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보고 무효화 : 무효화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

과 동일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를 작성하고, 보고 무효화/수정(C.

1.11.1)항목을 ‘1=삭제’으로 선택하고 보고 무효화/수정 이유(C.1.11.2)항목

에 무효화 사유를 입력하고 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5. 중복보고 처리방법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가 동일한 보고서를 내용 수정없이 2번 이상 

중복하여 보고한 경우 추적보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중복보고 된 보고서에 

대한 보고 무효화 추적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동일한 보고서를 서로 다른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로 보고완료 

되었다면, 하나의 보고서는 보고 무효화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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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의약품 정보 관련 코드

1)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의약품 정보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에서 투여 의약품, 과거 약물 사용정보 등 의약품

정보에 다음의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품목기준코드(원료성분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국외 의약품 이상사

례 보고는 WHO-UMC의 WHODrug Global C3 MPID코드(CAS Number)를 사용해

야 합니다.

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국내 보고 국외 보고

1 D.8.r.1.KR.1a
Medicinal
product
version

의약품 코드
버전 -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2 D.8.r.1.KR.1b
Medicinal
product ID

의약품 코드
식품의약품안전
처 품목기준코드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

3 D.10.8.r.1.KR.1a
Medicinal
product
version

의약품 코드
버전 -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4 D.10.8.r.1.KR.1b
Medicinal
product ID

의약품 코드
식품의약품안전
처 품목기준코드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

5 G.k.2.1.KR.1a
Medicinal
product
version

의약품 코드
버전 -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6 G.k.2.1.KR.1b
Medicinal
product ID

의약품 코드
식품의약품안전
처 품목기준코드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

7 G.k.2.3.r.1.KR.1a
Substance ID
Version

성분 코드
버전 -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8 G.k.2.3.r.1.KR.1b Substance ID 성분 코드
식품의약품안전
처 원료성분코드

WHODrug
Global C3 CAS
Number

※ 출처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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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타 코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시 의약품의 제형정보와 투여경로 정보는 EDQM(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 HealthCare) 코드로 보고해야 합니다.

(1) 제형 : DF (Pharmaceutical Dose Forms)

(2) 투여경로 : RoA (Routes of Administration)

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허용코드

1 G.k.4.r.9.2a
Pharmaceutical Dose
Form TermID Version
Date/Number

의약품 제형 ID 버전
EDQM-DF
버전

2 G.k.4.r.9.2b
Pharmaceutical Dose
Form TermID

의약품 제형 ID
EDQM-DF
TermID

3 G.k.4.r.10.2a
Route of Administration
TermID Version
Date/Number

투여경로 ID 버전
EDQM-RoA
버전

4 G.k.4.r.10.2b
Route of Administration
TermID

투여경로 ID
EDQM-RoA
TermID

5 G.k.4.r.11.2a
Parent Route of
Administration TermID
Version Date/Number

부모의 투여경로 ID
버전

EDQM-RoA
버전

6 G.k.4.r.11.2b
Parent Route of
Administration TermID

부모의 투여경로 ID
EDQM-RoA
TermID

※ 출처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

4.7. 이상사례 정보 관련

1)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이상사례 정보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에서 약물이상반응 또는 이상사례, 약물의 적응증, 

병력 등 많은 의학적 개념의 코딩에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사용합니다.

* 국제의약용어(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MedDRA)는 의약품 

및 기타 의료제품(의료기기 및 백신 등)의 사용과 관련된 약물이상반응 및 이

상사례 정보의 분류에 사용되는 의학용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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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의약용어(MedDRA) 사용 항목

다음 데이터 항목들은 MedDRA LLT에 의한 코딩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의 의

약품 이상사례에 대해 하나의 MedDRA 버전만 사용할 수는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합니다.

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1 D.7.1.r.1a MedDRA Version for Medical History 과거 병력 MedDRA 버전

2 D.7.1.r.1b
Medical History (disease / surgical p
rocedure / etc.) (MedDRA code)

과거 병력 MedDRA 코드

3 D.8.r.6a MedDRA Version for Indication 적응증의 MedDRA 버전
4 D.8.r.6b Indication (MedDRA code) 적응증의 MedDRA 코드
5 D.8.r.7a MedDRA Version for Reaction 약물이상반응의 MedDRA 버전
6 D.8.r.7b Reaction (MedDRA code) 약물이상반응의 MedDRA 코드

7 D.9.2.r.1a
MedDRA Version for Reported C
ause(s) of Death

사망원인의 MedDRA 버전

8 D.9.2.r.1b
Reported Cause(s) of Death
(MedDRA code)

사망원인의 MedDRA 코드

9 D.9.4.r.1a
MedDRA Version for Autopsy-d
etermined Cause(s) of Death

사망원인의 MedDRA 버전

10 D.9.4.r.1b
Autopsy-determined Cause(s)
of Death (MedDRA code)

사망원인의 MedDRA 코드

11 D.10.7.1.r.1a
MedDRA Version for Medical
History

과거 병력 MedDRA 버전

12 D.10.7.1.r.1b
Medical History (disease / surgical pr
ocedure / etc.) (MedDRA code)

과거 병력 MedDRA 코드

13 D.10.8.r.6a MedDRA Version for Indication 적응증의 MedDRA 버전
14 D.10.8.r.6b Indication (MedDRA code) 적응증의 MedDRA 코드
15 D.10.8.r.7a MedDRA Version for Reaction 약물이상반응의 MedDRA 버전
16 D.10.8.r.7b Reactions (MedDRA code) 약물이상반응의 MedDRA 코드

17 E.i.2.1a MedDRA Version for Reaction / Event
약 물 이 상 반 응 / 이 상 사 례
MedDRA 버전

18 E.i.2.1b Reaction / Event (MedDRA code)
약 물 이 상 반 응 / 이 상 사 례
MedDRA 코드

19 F.r.2.2a
MedDRA Version for Test Na
me

검사명의 MedDRA 버전

20 F.r.2.2b Test Name (MedDRA code) 검사명의 MedDRA 코드
21 G.k.7.r.2a MedDRA Version for Indication 적응증 MedDRA 버전
22 G.k.7.r.2b Indication (MedDRA code) 적응증 MedDRA 코드

23 H.3.r.1a
MedDRA Version for Sender's Dia
gnosis / Syndrome and / or Recl
assification of Reaction / Event

진단명 MedDRA 버전

24 H.3.r.1b
Sender's Diagnosis / Syndrome a
nd / or Reclassification of Re
action / Event (MedDRA code)

진단명 MedDRA 코드

※ 출처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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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요 날짜 항목 안내 및 입력방법

1) 작성일(Date of Creation)(C.1.2) : Sender(보고자)가 보고하는 보고완료일

2) 최초 발생인지일(Date Report Was First Received from Source)(C.1.4) (필수

항목) : Sender(보고자)가 ‘Reporter(원보고자)로 부터 수령한 사례’를 처음

으로 인지한 날짜

3) 가장 최근의 발생인지일(Date of Most Recent Information for This Report)

(C.1.5) : Sender(보고자)가 사례를 인지한 가장 최근의 날짜(최초보고 시 최

초 발생인지일(C.1.4)와 동일함)

* 용어 설명

 - Sender : 보고자(의약품 이상사례를 보고하는 사람)

 - Reporter : 원보고자(정보의 주요 자료원으로 보고자에게 이상사례를 알려준 사람)

* 참고 : 기 보고 완료한 보고서의 단순 오기를 발견하여 수정된 추적보고를 할 

경우, 가장 최근의 발생인지일은 원보고자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지 않

은 상태에서 수정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이전 보고건과 동일하게 작성

4.9. nullFlavor 사용방법

1) nullFlavor 종류

ICH ICSR은 예외를 범주화하기 위해 HL71) 표준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준 ISO/HL7 27953-2를 참조합니다. 

1) Health Level 7(HL7): 의료정보(교환)시스템 표준화 프로토콜. 다양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간 정보의 교환을 위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ANSI)가 인정한 표준으로,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보건
의료정보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HL7과 개발도구, 보건산업진흥원)

코드 이름 정의

NI No Information
이 예외 값에서 어떠한 정보도 추측 할 수 없다. 이
것은 가장 일반적인 예외 값이다. 예외 값의 초기 값
이기도 하다.

MSK Masked

이 항목에 대한 가용 정보이지만, 안전 확보, 개인정
보 보호 또는 다른 이유로 발신자는 그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 이 정보에 액세스 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이 nullFlavor를 사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이 되는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주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수신자에게 정보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UNK Unknown 적절한 값이 적용될 수 있지만, 알려져 있지 않다.

NA Not Applicate
이 항목은 해당되는 적절한 값이 없다(예: 남성의 경
우 최종 월경일).



- 20 -

2) nullFlavor 사용 항목

필수 항목 중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 허용하는 nullFlavor 중 하나의 용어를 선

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필수항목에 대해 입력값이 없는 경우, 파일보고(XML업로드, SOAP연계) 시 nullFlavor 

입력이 필수이며, 화면보고 시 nullFlavor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드 이름 정의

ASKU
Asked But
Unknown

정보 입수를 시도했지만 얻지 못했다(예: 환자에게
물었지만 환자는 알지 못했다).

NASK Not Asked
정보의 입수를 시도하지 않았다(예: 환자에게 묻지
않았다).

NINF Negative Infinity 음의 무한대
PINF Positive Infinity 양의 무한대

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필수

여부
nullFlavor

1 C.1.7
Does This Case Fulfil the
Local Criteria for
an Expedited Report?

신속보고 여부 필수 NI

2 C.1.9.1
Other Case Identifiers in
Previous Transmissions

이전 전송에서의 기타
보고자관리번호 유무

필수 NI

3 C.2.r.1.1 Reporter’s Title 원보고자의 직위 비필수
MSK, ASKU,
NASK, UNK

4 C.2.r.1.2 Reporter’s Given Name 원보고자의 이름 비필수
MSK, ASKU,
NASK

5 C.2.r.1.3 Reporter’s Middle Name 원보고자의 중간 이름 비필수
MSK, ASKU,
NASK

6 C.2.r.1.4 Reporter’s Family Name 원보고자의 성 비필수
MSK, ASKU,
NASK

7 C.2.r.2.1 Reporter’s Organisation 원보고자의 조직 비필수
MSK, ASKU,
NASK

8 C.2.r.2.2 Reporter’s Department 원보고자의 부서 비필수
MSK, ASKU,
NASK

9 C.2.r.2.3 Reporter’s Street
원보고자의 주소
(상세주소)

비필수
MSK, ASKU,
NASK

10 C.2.r.2.4 Reporter’s City
원보고자의 주소
(도로명과 번호)

비필수
MSK, ASKU,
NASK

11 C.2.r.2.5 Reporter’s State or Province
원보고자의 주소
(특별시, 광역시, 도 등)

비필수
MSK, ASKU,
NASK

12 C.2.r.2.6 Reporter’s Postcode
원보고자의 주소
(우편번호)

비필수
MSK, ASKU,
NASK

13 C.2.r.2.7 Reporter’s Telephone 원보고자의 전화번호 비필수
MSK, ASKU,
NASK

14 C.2.r.4 Qualification 원보고자의 자격 필수 UNK
15 C.4.r.1 Literature Reference(s) 문헌 제목 비필수 ASKU, NASK
16 C.5.1.r.1 Study Registration Number 시험/연구 등록 번호 비필수 ASKU, N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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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필수

여부
nullFlavor

17 C.5.1.r.2 Study Registration Country 시험/연구 등록 국가 비필수 ASKU, NASK
18 C.5.2 Study Name 시험/연구계획서제목 비필수 ASKU, NASK

19 C.5.3 Sponsor Study Number

시험/연구계획서번호
(승인받은 임상시험
의 경우 임상시험
일련번호 기재)

비필수 ASKU, NASK

20 D.1 Patient (name or initials) 이름(이니셜) 필수
MSK, ASKU,
NASK, UNK

21 D.1.1.1

Patient Medical Record
Number(s) and Source(s)
of the Record Number
(GP Medical Record
Number)

1차 의료기관
진료기록번호

비필수 MSK

22 D.1.1.2

Patient Medical Record
Number(s) and Source(s)
of the Record Number
(Specialist Record Number)

2, 3차 의료기관
진료기록번호

비필수 MSK

23 D.1.1.3

Patient Medical Record
Number(s) and Source(s)
of the Record Number
(Hospital Record Number)

병원 진료기록번호 비필수 MSK

24 D.1.1.4

Patient Medical Record
Number(s) and Source(s)
of the Record Number
(Investigation Number)

임상시험대상자
식별번호

비필수 MSK

25 D.2.1 Date of Birth 생년월일 비필수 MSK

26 D.5 Sex 성별 비필수
MSK, UNK,
ASKU, NASK

27 D.6 Last Menstrual Period Date 최종월경일 비필수 MSK

28 D.7.1.r.2 Start Date 시작일 비필수
MSK, ASKU,
NASK

29 D.7.1.r.3 Continuing 지속여부 비필수
MSK, ASKU,
NASK, UNK

30 D.7.1.r.4 End Date 종료일 비필수
MSK, ASKU,
NASK

31 D.7.2

Text for Relevant Medical
History and Concurrent
Conditions (not including
reaction / event)

과거 병력 상세내용
조건부
필수

MSK, ASKU,
NASK, UNK

32 D.8.r.1 Name of Drug as Reported 의약품명
조건부
필수

UNK, NA

33 D.8.r.4 Start Date 시작일 비필수
MSK, ASKU,
N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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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필수

여부
nullFlavor

34 D.8.r.5 End Date 종료일 비필수
MSK, ASKU,
NASK

35 D.9.1 Date of Death 사망일 비필수
MSK, ASKU,
NASK

36 D.9.3 Was Autopsy Done? 부검 여부
조건부
필수

MSK, ASKU,
NASK, UNK

37 D.10.1 Parent Identification 부모이름(이니셜) 비필수
MSK, ASKU,
NASK, UNK

38 D.10.2.1 Date of Birth of Parent 부모의 생년월일 비필수
MSK, ASKU,
NASK

39 D.10.3
Last Menstrual Period
Date of Parent

부모(어머니)의
최종 월경일

비필수
MSK, ASKU,
NASK

40 D.10.6 Sex of Parent 부모의 성별
조건부
필수

MSK, UNK,
ASKU, NASK

41 D.10.7.1.r.2 Start Date 시작일 비필수
MSK, ASKU,
NASK

42 D.10.7.1.r.3 Continuing 지속여부 비필수
MSK, ASKU,
NASK, UNK

43 D.10.7.1.r.4 End Date 종료일 비필수
MSK, ASKU,
NASK

44 D.10.8.r.4 Start Date 시작일 비필수
MSK, ASKU,
NASK

45 D.10.8.r.5 End Date 종료일 비필수
MSK, ASKU,
NASK

46 E.i.3.2a Results in Death 사망 필수 NI
47 E.i.3.2b Life Threatening 생명의 위협 필수 NI

48 E.i.3.2c
Caused
/ Prolonged Hospitalisation

입원 또는 입원기간
의 연장

필수 NI

49 E.i.3.2d Disabling / Incapacitating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

필수 NI

50 E.i.3.2e
Congenital Anomaly
/ Birth Defect

선천적 기형 초래 필수 NI

51 E.i.3.2f
Other Medically
Important Condition

기타 의학적으로 중
요한 상황

필수 NI

52 E.i.4
Date of Start of Reaction
/ Event

발현일 비필수
MSK, ASKU,
NASK

53 E.i.5
Date of End of Reaction /
Event

종료일 비필수
MSK, ASKU,
NASK

54 F.r.1 Test Date 검사 날짜
조건부
필수

UNK

55 F.r.3.2
Test Result (value /
qualifier)

검사 결과 값
조건부
필수

NINF, PINF

56 G.k.4.r.4
Date and Time of Start of
Drug

시작일 비필수
MSK, ASKU,
N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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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한국형(KR)항목 설명

ICH E2B(R3)에서 규정한 항목 외에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위해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 된 항목에 대한 검증 규칙은 의약품안전나

라 통합자료실의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E2B(R3))” 자료실의 

항목 검증 룰에서 ICH 가이드라인 E2B(R3)에서 제시한 항목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추가한 한국형(KR)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번
Element

ID
항목명 (영문) 항목명 (국문)

필수

여부
nullFlavor

57 G.k.4.r.5
Date and Time of Last
Administration

종료일 비필수
MSK, ASKU,
NASK

58 G.k.4.r.9.1
Pharmaceutical Dose Form
(free text)

의약품 제형 비필수
ASKU, NASK,
UNK

59 G.k.4.r.10.1
Route of Administration
(free text)

투여경로 비필수
ASKU, NASK,
UNK

60 G.k.4.r.11.1
Parent Route of
Administration (free text)

부모의 투여경로 비필수
ASKU, NASK,
UNK

61 G.k.7.r.1
Indication as Reported by
the Primary Source

원보고자가 보고한
적응증

비필수
ASKU, NASK,
UNK

62
G.k.9.i.2.r.
3.KR.1

WHO-UMC Result of
Assessment

WHO-UMC 평가결과 비필수 NA

※ 출처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

연번 구분 항목명 입력값 항목 설명

1 C.2.r.4.KR.1
기타 의료전문가
구분

1=간호사
2=기타

시판 후 국내보고의 경우
입력가능하다. 보고자가
C.2.r.4 원보고자의 자격
을 기타 의료전문가로 입
력한 경우, C.2.r.4.KR.1
항목을 입력할 수 있으
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2=기타로 자동 입력된다.

2 C.3.1.KR.1
의료 전문가
상세구분

1=병의원
2=약국
3=보건소
4=기타

시판 후 국내보고의 경우
입력가능하다. 보고자가
C.3.1 보고자 구분을 의료
전문가로 입력한 경우, C.
3.1.KR.1 항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하지 않
을 경우 4=기타로 자동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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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항목명 입력값 항목 설명

3 C.5.4.KR.1
기타 시험
상세구분

1=재심사보고사용성적조사
2=재심사 보고 시판 후
임상연구
3=재심사 보고 특별조사
4=기타

시판 후 국내보고의 경우
입력가능하다. 보고자가
C.1.3 보고 구분을 시험에
서 보고로 입력하고 C.5.4
연구 구분을 기타시험으
로 입력한 경우, C.5.4.K
R.1 항목을 입력할 수 있
으며, 입력하지 않을 경
우 4=기타로 자동 입력된
다.

4 D.8.r.1.KR.1a 의약품 코드 버전
시판 후 국외 이상사
례보고경우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시판 후 국외 이상사례보
고인 경우 필수로 입력해
야한다. D.8.r.1.KR.1b에
입력된 WHODrug Global
C3 Short Version을 입력
해야한다.

5 D.8.r.1.KR.1b 의약품 코드

시판 후 국내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처 품목기준
코드,
시판 후 국외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

시판 후 국내/국외 이상
사례보고인 경우 필수로
입력해야한다. 국내보고
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처 품목기준코드를 입력
하고, 국외보고인 경우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를 입력한다.

6 D.10.8.r.1.KR.1a
의약품 코드
버전

시판 후 국외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시판 후 국외 이상사례보
고인 경우 필수로 입력해
야한다. D.10.r.1.KR.1b에
입력된 WHODrug Global
C3 Short Version을 입력
해야한다.

7 D.10.8.r.1.KR.1b 의약품 코드

시판 후 국내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처 품목기준
코드,
시판 후 국외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

시판 후 국내/국외 이상
사례보고인 경우 필수로
입력해야한다. 국내보고
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처 품목기준코드를 입력
하고, 국외보고인 경우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를 입력한다..

8 G.k.2.1.KR.1a
의약품 코드
버전

시판 후 국외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시판 후 국외 이상사례보
고인 경우 입력가능하다.
G.k.2.1.KR.1b에 입력된
WHODrug Global C3 Short
Version을 입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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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항목명 입력값 항목 설명

9 G.k.2.1.KR.1b 의약품 코드

시판 후 국내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처 품목기준
코드,
시판 후 국외 이상사
례보고의 경우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

시판 후 이상사례보고인
경우 입력가능하다.
국내보고인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처 품목기준코드
를 입력하고, 국외보고인
경우 WHODrug Global C3
MPID 코드를 입력한다.

10 G.k.2.3.r.1.KR.1a 성분 코드 버전
국외 이상사례보고의
경우 WHODrug Global
C3 short 버전

시판 후 국외 이상사례보
고인 경우 입력가능하다.
G.k.2.3.r.1.KR.1b에 입력된
WHODrug Global C3 Short
Version을 입력해야한다.

11 G.k.2.3.r.1.KR.1b 성분 코드

국내 이상사례보고의
경우 품의약품안전처
원료성분코드,
국외 이상사례보고의
경우 WHODrug Global
C3 CAS Number

시판 후 국내/국외 이상
사례보고인 경우 입력가
능하다. 국내 보고인 경
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원
료성분코드를 입력하고,
국외보고인 경우 WHODrug
Global C3 CAS Number
를 입력해야한다.

12 G.k.9.i.2.r.2.KR.1 평가 방법
1=WHO-UMC
2=KRCT

시판 후 국내 보고인 경
우 ‘1’을 입력해야한다.

13 G.k.9.i.2.r.3.KR.1
WHO-UMC
평가 결과

1=확실함(Certain)
2=상당히 확실함(Prob
able)
3=가능함(Possible)
4=가능성적음(Unlikely)
5=평가곤란(Conditional
/unclassified)
6=평가불가(Unassessa
ble/unclassifiable)
nullFlavor : NA

시판 후 국내 이상사례보
고인 경우 입력 가능하
다. 보고자가 G.k.9.i.2.r.2.
KR.1 평가 방법을 WHO-
UMC로 입력한 경우 G.k.
9.i.2.r.3.KR.1 항목에는 1~
6번중선택하거나nullFlavor를
입력한다.

※ 출처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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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승인·에러 메시지(Acknowledgement message, ACK)

ACK파일에는 Batch 및 개별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ICSR) 승인·에러 

메시지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됩니다.

※ 출처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내 붙임)(2020.11.30.)

1) Batch에 대한 승인 및 에러 메시지

XML파일 내 Batch 정보에서 배치의 ICSR 유형(N.1.1 ), 배치 번호(N.1.2), 배

치 보고자 ID(N.1.3), 배치 수신자 ID(N.1.4), N.1.5 배치 전송 날짜(N.1.5)정보

에 대해 검증합니다.

 (1) code AA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접수통지 승인(추가 대응 필요 없음)  

XML 예시

(2) code AE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접수통지 오류(상세정보 추가 제공되

고, 대응이 필요함)

XML 예시

 (3) code AR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접수통지 거절(전체 파일의 재전송 필요)

XML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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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ICSR)에 대해 승인과 에러 메시지

XML파일 내 ICSR 정보에 대해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

인(민원인안내서)의 ‘붙임1. 개별 항목 검증룰’에 맞는 값이 입력되었는지 

검증합니다.

 (1) code CA : 데이터 전송 완료

XML 예시

 (2) code CR : 데이터 전송 실패(ICSR의 업로드를 막는 중대한 오류가 있음)

XML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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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러 코드 목록

연번 에러 코드 에러 설명 ACK 파일 표시 형식

1
R

(Required)
필수 값이 누락된 경우

2
P
(Pair)

조건부 필수 값이
누락된 경우

3
C

(Code)

국가코드, 언어코드,
MedDRA, 및
의약품코드
입력항목에서 코드가
목록(current)의 일부가
아닌 경우

4
N
(Null)

null을 허용하지 않은
항목에 nullFlavor를
사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nullFlavor
플래그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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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자별 보고방법

5.1. 화면보고(일반인)

* 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1) 환자 정보 입력

이상사례을 경험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이름, 성별, 나이, 체중, 

신장(키), 과거병력, 과거 약물사용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②,③,④,⑤ 이상사례를 경험한 사람의 이름(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

드시 한글은 초성으로 영문은 이니셜로 입력), 연령, 체중, 신장(키), 성별 정

보를 입력합니다.

⑥⑦ 이상사례가 발생하기 전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력정보 

또는 약물 사용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이상사례 정보 입력

경험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증상내용, 증상이 시작된 

시기, 현재회복여부, 증상으로 인한 결과 등을 보고항목에 따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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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험한 이상사례 정보를 입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부작용 팝업창

에서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② 경험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입력합니다.

③ 경험한 부작용의 시작일과 종료일, 지속시간을 입력합니다.

④ 경험한 부작용의 경과를 입력합니다.

⑤ 발생한 이상사례가 1개 이상인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3) 의약품 정보 입력

이상사례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

로 제품명, 투여량, 투여간격, 투여기간, 이상사례 발생으로 인한 제품 사용 

조치 등을 보고항목에 따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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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한 의약품의 제품명을 입력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의약품 조회 

팝업창에서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②,③,④ 사용한 의약품의 1회 투여량, 투여간격, 투여기간을 입력합니다.

⑤ 사용한 의약품에 취한 조치를 입력합니다.

⑥ 사용한 의약품이 1개 이상인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합니

다.

4) 의약품 재투여 정보 입력

투여한 의약품의 재투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재투여한 의약품, 

이상사례, 재투여로 인한 이상사례 여부를 보고항목에 따라 입력합니다.

① “2)이상사례 정보”에서 입력한 이상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② “3)의약품 정보”에서 입력한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③ ①,②에서 입력한 이상사례와 의약품에 대해 재투여로 인한 이상사례 여부를 

입력합니다.

④ 발생한 부작용 및 사용한 의약품이 1개 이상인 경우  버튼을 클릭

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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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자 정보 입력

발생한 부작용을 의약품안전나라로 보고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

분으로 보고자의 이름,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②,③,④,⑤,⑥ 보고자의 이름, 국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최초 발생

인지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현재까지 입력한 정보를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

터로 보고하여 경험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평가 결과를 받고자 할 경우, 

보고할 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과성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의약품

안전나라로 바로 보고를 원하는 경우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항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보고자에 한해 인과성평가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해 드리며, 이 경우 이메일 정보는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

5)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동의 및 보고하기

의약품안전나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동의하여야 보고가 가능 합니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완료된다. 

② 보고할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의약품안전나라에 

바로 보고되며,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지역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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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터에 인과성평가가 의뢰되어 평가완료 후 의약품안전나라로 보고된

다. 인과성평가 결과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평가완료 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고자의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5.2. 화면보고(의약전문가, 제조수입업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화면 보고 탭별 주요 설명

구분 설명

보고서 정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보고자관리번호, 발
생인지일, 보고구분, 추적보고(보고 무효화/수정) 여부, 첨부자료 여부 등
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환자정보
이상사례를 경함한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환자 정보(이름, 나이, 성별
등), 과거병력, 과거 약물사용력, 사망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상반응/
이상사례 정보

경함한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이상사례명, 발현일, 종
료일, 지속기간, 최종관찰결과, 중대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정보

검사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검사명,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정보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가 발현하기 전 투여한 의약품 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의약품명, 성분 및 용량, 투여량, 적응증, 인과관계 평가결과 등
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보고자정보
원보고자 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정보를 보고자에게
제공한 사람의 직위, 이름, 조직, 주소, 자격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정보
보고자 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보고서를 의약품
안전나라로보고한사람의구분, 조직, 이름, 주소등의정보를입력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
추가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에 대한 상세설명,
원보고자 의견 보고자 의견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화면 보고 내 기능 버튼안내

구분 설명

화면보고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유효성만 검증하는 버튼

화면보고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임시저장 하는 버튼

화면보고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유효성 체크 및 보고완료 하는 버튼
* 유효성 검증 시 오류가 있는 경우 보고완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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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정보

① 보고자관리번호와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보고자관리번호와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는 문자(한글, 영어) 또는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예) ‘발생국가-회사(기관)이름-일련번호’ : KR-KIDS-202102001

 * 주의 : 최초/추적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

호”입니다. 개별 최초 보고건이라면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를 다르

게 작성하고, 같은 시리즈의 최초/추적보고건이라면 동일하게 작성해

야 합니다.

 * 주의 : 국외 사례의 경우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는 국외 품

목허가권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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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보고를 위한 이전 보고자료 불러오기
-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 입력창의 를 클릭하면, 보고완료된 보고
건을 조회할 수 있는 창이 팝업됩니다.

- 이전 보고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가장 최근의 발생인지일
항목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화면에 입력됩니다.

① 추적보고 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보고자관리번호 또는 고유식별 보
고자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를 클릭합니다.
③ 조회된 목록에서 추적보고 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④ 를 클릭합니다.

② 최초 보고자 규제당국 여부를 입력합니다.

 - ‘기타’로 기본값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국외보고의 경우, 최초원보고자가 규제당국인 경우 ‘규제당국’을 선택합니다.

③ 작성일, 최초 발생인지일 및 가장 최근의 발생인지일을 입력합니다.

* 날짜 항목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4.8. 주요 날짜 항목 안내 및 입

력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보고구분을 입력합니다.

 - 자발적보고, 시험에서 보고, 기타, 발신자 정보 이용불가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재심사 보고의 경우, “보고 구분”항목을 ‘시험에서 보고’로 선택하고 “연구

구분”항목에서 ‘기타 연구’를 선택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⑤ 신속보고 여부를 입력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7항 안전성정보의 신속보고 등에 따라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으로 15일 이내 

보고해야하는 경우 ‘예’를 입력합니다.

* 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최신 규정에 따라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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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고 무효화/수정 여부 및 사유를 입력합니다.

 - 추적보고를 하는 경우 추적보고가 무효화 보고인지 수정보고인지 선택

하고, 추적보고 하는 사유를 입력합니다.

* 보고 무효화를 선택하여 보고하는 경우, 기존의 보고완료한 동일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에 해당하는 전체 보고가 무효화 처리됩니다.

* 추적보고는 최초보고의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하

고 “보고 무효화/수정” 항목 정보를 입력한 후 보고완료 합니다.

예시) 

보고시점 최초보고 추적보고1 추적보고2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 KR-KIDS-202102001 KR-KIDS-202102001 KR-KIDS-202102001

보고자관리번호 KR-KIDS-202102001 KR-KIDS-202102001 KR-KIDS-202102001
보고 무효화/수정 - 수정 수정 또는 무효화

*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 기준으로 최초/추적보고간 연결됨.

* 보고자관리번호는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와 다르게 작성 가능함

(예, KR-KIDS-202102001_FU1)

⑦ 추가자료 여부를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추

가자료에 대한 설명과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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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전 전송에서의 기타 보고자관리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다른기관에서 전달받은 이상사례를 보고하려는 경우 전달받은 다른 기

관의 보고자관리번호와 자료원을 입력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을 거쳐 전달받은 경우 보고서가 전달된 전체 기관

의 보고자관리번호와 자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 보고시 보고자관리번호(C.1.1)에는 보고하는 기관의 보고자관리번호

를 입력합니다.

 - 기보고한 보고자관리번호를 다른 보고자관리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보고한 보고서의 보고자관리번호와 자료원을 입력합니다.

⑨ 본보고와 연관된 참조보고의 보고자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 보고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다른 보고의 보고자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부모-자녀 모두에게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례, 동일한 환자에서 반복

하여 발생한 사례 등

⑩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를 기술한 문헌자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문헌 서지 정보는 벤쿠버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 환자 정보(환자)

① 환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환자이름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초성이나 영어 이니셜로 입력합니다.

예) 홍길동 → ㅎㄱㄷ 또는 HGD

 - 환자이름 정보가 없는 경우 모름 또는 Unknown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의 연령정보를 입력합니다.

 - 생년월일, 발생당시연령(만나이), 환자의 연령대 중 입력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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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세한 정보(생년월일 또는 발생당시연령(만나이))를 입력합니다.

  * 연령정보 3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수집되지 않은 경우, 화면보고에서

는 연령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보고가 가능하며, 파일보고 시에는 생

년월일(D.2.1)항목에 nullFlavor ‘MSK’를 입력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③ 환자의 과거병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환자 과거병력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과거병력 정

보가 여러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 과거병력 정보는 “과거병력 MedDRA 코드”항목으로 입력되어야 하며,

“과거병력 MedDRA 코드”항목으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병력 상세

내용”항목을 입력합니다.

④ 환자의 과거병력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거병력 MedDRA 코드, 시작일, 종료일, 지속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과거병력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

 - ④에 입력한 과거병력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거병력 MedDRA 코드”항목으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자유기재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과거병력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 “과거병력 상세

내용”항목에 ‘정보없음’ 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입력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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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자의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를 입력한다.

 - 클릭하여 환자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가 여러 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 의약품명 항목에는 수집된 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의약품코드 항

목에는 해당 품목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 성분명으로만 수집된 경우에는 의약품명 항목에 수집된 성분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의약품코드 항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⑦ 환자의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의약품명, 시작일, 종료일, 적응증의 MedDRA코드, 약물이상반응의 

MedDRA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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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망정보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생한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정보를 

입력합니다.

⑨ 부검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망한 환자를 부검한 경우 부검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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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정보(부모)

 ※ 부모가 복용한 약물에 의해 태아나 유아에게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부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부모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모의 이름, 성별, 연령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부모이름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초성이나 영어 이니셜로 입력합니다.

예) 홍길동 → ㅎㄱㄷ 또는 HGD

* 부모이름 정보가 없는 경우 모름 또는 Unknown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의 과거병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환자 과거병력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과거병력 정

보가 여러 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③ 부모의 과거병력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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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병력 MedDRA 코드, 시작일, 종료일, 지속여부, 과거병력 설명 등

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부모의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부모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가 여러 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⑤ 부모의 과거 의약품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의약품명, 시작일, 종료일, 적응증의 MedDRA코드, 약물이상반응의 

MedDRA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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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정보

①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약물

이상반응/이상사례이 여러 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②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를 MedDRA 용어로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 MedDRA 라이선스(스페셜라이선스) 등록한 경우, MedDRA의 계층구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edDRA 라이선스(스페셜라이선스) 등록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3. MedDRA 라이선스(스페셜라이선스)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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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라이선스 등록 X MedDRA 라이선스 등록 O

③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의 최종 관찰 결과를 입력합니다.

 - 회복, 회복중, 회복되지 않았음, 회복했지만 후유증 있음, 사망, 알려지

지 않음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④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의 중대여부를 입력합니다.

 - 사망, 생명의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선천적 기형 초래,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중 선택 가능하며, 

해당하는 경우 모두 표시합니다.

5) 검사결과 정보

① 검사결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와 관련된 검사결과가 있다면 클릭하여 

검사결과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②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사명, 검사결과, 검사의 정상범위(상한값, 하한값), 추가정보 등의 정

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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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약품 정보

① 의약품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의약품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투여한 의약품이 여

러 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 의약품 정보 입력 시에는 가능한 정확한 의약품코드로 입력하고, 의약

품코드를 모를 경우에는 성분코드로 입력합니다.

② 의약품구분을 입력합니다.

 - 의심의약품, 병용의약품, 상호작용, 비투여 중 입력할 수 있으며, 의약

품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이상의 의심의약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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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보고자가 보고한 의약품명을 입력합니다.

 - 원보고자가 보고한 의약품명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 의약품정보 없이 성분정보로만 보고를 하는 경우 원보고자가 보고한 

성분명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 성분정보만 수집된 경우 해당 항목에 성분명을 텍스트 입력한 후 ⑦

항목에서 정확한 성분코드를 입력합니다.

④ 의약품코드를 입력합니다.

 - ③에 텍스트로 입력한 의약품명에 대해 등록된 의약품코드(국내 : 식

품의약품안전처 품목기준코드, 국외 : WHODrug Global C3 MPID)로 

입력합니다.

국내

국외

⑤ 의약품의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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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국가, 허가번호, 허가국, 추가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성분 및 용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성분 및 용량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성분이 여러개인 

복합제의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 의약품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한 경우 성분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성분정보만 수집된 경우 ③에서 입력한 성분정보에 대한 성분코드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⑦ 성분 및 용량의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분명, 용량, 성분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③에 텍스트로 입력한 성분명에 대해 등록된 성분코드(국내 : 식품의

약품안전처 원료성분코드, 국외 : WHODrug Global C3 CAS Number)로 

입력합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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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⑧ 투여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투여량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여러 번 투여한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 투여간격은 수집된 투여간격/투여횟수로 계산된 숫자값과 투여간격의

단위를 입력합니다.

예)

수집된 정보
→

투여간격 입력 정보
투여간격 투여횟수 투여간격(숫자) 투여간격(단위)
1일 3회 0.3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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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투여량 정보의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형, 투여기간, 투여량, 투여간격, 시작일, 종료일, 투여경로 등의 정보

를 입력합니다.

  - 부모가 투여한 경우 부모의 투여경로와 투여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⑩ 적응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적응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적응증이 여러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⑪ 적응증 정보의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적응증 MedDRA 코드, 원보고자가 보고한 적응증을 입력합니다.

 ⑫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인과관계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인과관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가 여러 개인 경우 를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⑬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재투여 및 발현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탭에서 입력한 정보만 입력합니다.

 * 동일한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를 중복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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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⑭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으며,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가 여러 개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⑮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⑫,⑬에서 선택한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에 대해 인과관계 평가결과

를 입력합니다.

* 국내보고는 WHO-UMC 기준의 평가방법이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 WHO-UMC 평가기준

구분 설명

확실함
(Certain)

-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전후 관계가 타당
-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음
- 투여 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
- 재투여 시, 약물학적 또는 현상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
- 다른의약품이나화학물질또는수반질환에의한것으로보이지않음
- 투여 중단 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여 정보 없음)

가능함
(Possible)

-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
- 다른의약품이나화학물질또는수반질환에의한것으로도설명
- 투여 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 적음
(Unlikely)

- 의약품등의투여, 사용과의인과관계가있을것같지않은일시적사례
-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잠재된 질환에 의한 것으로 타
당한 설명이 가능

평가곤란
(Conditional/Unclassified)

-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

평가불가
(Unassessable/Unclassifiable)

-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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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보고자 정보

 ① 원보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하여 원보고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원보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 클릭하여 반복 입력합니다. 

 ② 원보고자의 자격을 입력합니다.

  - 의사, 약사, 기타 의료전문가, 변호사, 소비자 또는 기타 비의료전문

가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원보고자가 간호사인 경우, “원보고자의 자격”항목에서 ‘기타 의료전문가’로

선택하고 상세항목에서 ‘간호사’를 입력합니다.

 ③ 규제목적상 원보고자를 입력합니다.

  - 여러 원보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이상사례 정보를 제공한 사람 

하나를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 원보고자가 1명인 경우 입력한 1명을 규제목적상 원보고자로 체크해야 합니다.

 ④ 원보고자의 조직,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8) 보고자 정보

 ① 보고자 구분을 입력합니다.

  - 제약회사, 규제당국, 의료 전문가, 지역약물감시센터, WHO 국제의약

품모니터링센터, 기타, 환자/소비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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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고자의 조직, 부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규 보고 시, 보고자 조직, 보고자이름, 보고자연락처, 보고자 이메

일 정보는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가 자동 입력되며, 필요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9) 추가정보

 ① 사례 설명, 원보고자의 의견, 보고자의 의견을 입력합니다.

  - “사례 설명”항목에는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의 발생과 경과 등에 대해 

입력합니다.

   * 최대 한글 약 3만자, 영어 약 10만자까지 저장되고 입력상황에 따라

저장되는 자릿수는 달라 질 수 있으며, 입력 길이가 초과하는 경우 저장

시 자동 삭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에 대한 원보고자와 보고자의 의견을 입력합니다.

 ② 보고자의 진단명을 입력합니다.

  -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에 대해 보고자가 판단한 진단명을 입력합니다.

 ③ 원보고자의 모국어로 수집된 의견을 입력합니다.

  - 국외 보고의 경우 해당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원보고자의 의견이 보고된 경우 입력합니다.

예) 수집된 원보고자 의견이 프랑스어인 경우 프랑스어로 입력합니다.

* 원보고자 의견이 원보고자의 모국어로 보고된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①의 “원보고자의 의견”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10) 보고하기

보고서정보부터 추가정보까지의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를 눌러 보

고합니다. 이때, 국내 보고의 경우 보고자 정보에 입력된 이메일로 해당 

보고의 접수완료 안내메일이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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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파일보고(XML업로드)

① 보고하고자 하는 XML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③ XML파일이 업로드되면 파일형식과 항목에 대한 검증이 진행됩니다.

④ XML파일보고 현황은 “6.2. 파일보고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파일보고(SOAP연계)

① XML파일이 전송되면 파일형식과 항목에 대한 검증이 진행됩니다.

 * 전송 정보 및 ACK파일에 관한 사항은 전송한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XML파일보고 현황은 “6.2. 파일보고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일보고 시 파일형식 및 검증
(1) 파일보고(XML 업로드 또는 SOAP연계)를 위해서는 ICH E2B(R3) 및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항목
에 따라 작성된 XML 형식의 파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 파일확장자는 XML 이어야 하며, 인코딩 형식(encoding type)으로
UTF-8을 적용하며, 참조 스키마는 http://nedrug.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XML 파일 검증은 2 STEP으로 진행됩니다.
① STEP 1은 xml 파일의 유효성, 보고자 ID , 수신자 ID, batch 번호에 대해 검증합니다.
∙ 필수 값 항목에는 tag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tag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해야 함
∙ batch와 각 ICSR에 테스트용 수신자 ID와 보고용 수신자 ID는 혼용할 수 없음
∙ 유효하지 않은 보고자 ID
∙ 유효하지 않은 수신자 ID
∙ 보고자의 배치 번호(N.1.2) 중복
② STEP 2에서는 batch 내의 개별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ICSR)에
대한 전체 항목별 검증이 이루어지며, 항목별 검증룰은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의 ‘붙임1. 개별 항목 검증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XML 파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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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약품이상사례 보고 편의사항

6.1. 이상사례보고 목록조회

- 위치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이상사례보고 조회

사용자가 보고한 전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조회조건에 따른 보고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특정 보고건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보고자관리번호 또는 부서접수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 의약품명에 입력된 의약품이 포함된 모든 보고건이 조회됩니다.

* MedDRA에 입력된 이상사례가 포함된 모든 보고건이 조회됩니다.

* 1개 이상의 임시저장건을 체크하여 를 클릭하면 체크된 임시저장

건은 일괄로 보고완료 됩니다. 단, 검증결과가 성공인 경우 보고완료 처

리되며, 실패인 건은 보고완료 되지 않습니다.

* ‘진행상태’를 ‘임시저장’ 선택 후 조회 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임

시저장된 보고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보고완료된 보고건의 삭제

는 불가능하며 보고완료된 보고건의 삭제는 “4.4. 보고 수정 및 무효화

방법”와 “5.2. 화면보고(의약전문가, 제조수입업체, 지역의약품안전센

터)-1)보고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파일보고내역조회

- 위치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이상사례보고 조회 > XML파일보고조회

사용자가 파일보고(XML 업로드 및 SOAP연계)로 보고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전송(업로드)한 XML파일 내 보고건수(정상건수, 오류건수) 확인과 ACK파

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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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요취급품목관리

- 위치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주요취급품목관리

사용자별 이상사례 보고 시 자주 사용되는 의약품을 주요취급품목관리 메

뉴에서 등록 및 조회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1) 주요취급품목 등록

① 를 클릭합니다.

② 주요취급품목으로 등록할 의약품에 대한 상세내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품명을 조회하여 입력하고 사용여부를 체크합니다.

③ 을 클릭합니다.

2) 주요취급품목 목록을 활용한 화면보고

① 주요취급품목으로 등록한 의약품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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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를 클릭합니다.

③ 조회된 목록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선택한 후 를 클릭

합니다.

6.4. 의약품명관리

- 위치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의약품명관리

파일보고 시 XML파일과 보고를 위한 제품명/성분명이 상이하여 다빈도로 

발생하는 제품명/성분명 오류에 대하여 의약품명관리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제품명’과 ‘성분명’으로 자동 변환되어 입력되도록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① 를 클릭합니다.

② 등록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상세내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국내·외 구분, 파일보고시 제품명 또는 성분명과 변환할 제품명 및 성

분명을 입력합니다.

③ 를 클릭합니다.

* ‘파일보고시 제품’ 및 ‘파일보고시 성분’ 입력시 대소문자, 공백 주의

(exact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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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충실도점검

- 위치 :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충실도점검

충실도(Completeness) 점검은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대상으

로 보고항목의 양적 측정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주요항목별 배점(w)과 특

정기간 동안의 입력률(f)을 곱하여 해당 항목의 충실도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점(C) 계산합니다.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자료의 충실도 점검

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안전정보 도출과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C: 충실도 점수, w: 항목별 배점, f: 입력률, i: 항목 연번)

1) 충실도 점검 : 해당기간동안 보고된 전체 보고건에 대한 평균 충실도점수

① 충실도점검 기준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②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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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를 클릭합니다.

2) 충실도 점수조회 : 이상사례 보고 1건에 대한 충실도 점수 조회

① 부서접수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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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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