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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의약품 인허가 체계 비교
1. 의약품 규제기관
가. 개요
[ 중국 ]

중국정부는 12대 국무원에서 기존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를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CFDA)으로 새롭게 발
족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CFDA는 기존 위생부에서 국무원 소속
부처로 승격되었으며, 의료기기․식품․의약품의 통일된 관리감독과 정책을 수행
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권한은 각 지방성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기존 SFDA 명칭 유지)로 분산되었다. CFDA 산하에 의약품 등록
신청에 대한 기술 심사를 평가하는 기구로 의약품평가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CDE)를 두고 있다.
[ 한국 ]

한국은 의약품 안전관리의 전담부처로 199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소속기관으로 국립독성연구소와 6개의 지방청을 두었으며, 2013년에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어 소속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과 6개 지방청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의약품 허가심사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각 심사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 등
의약품 관련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나. 기능
[ 중국 ]

1) CFDA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규정․지침의 작성
○ 식품 관리 허가 관련 규정 입안, 구현 및 감독
○ 중국약전 등의 기준 적립

[그림 1] 중국 의약품 관리조직체계
2) CDE
- 의약품 등록신청에 대한 기술심사평가기구
○ CFDA의 의약품 등록 기술 기관으로 기술 검토를 위한 의약품 등록 신청 담당
○ 의약품 등록 관련 법률 및 규정, 부서 규칙과 규범 문서 초안 작성, 중국의
의약품 기술 검토 규범의 개발
○ CFDA로부터 위탁을 받아 의약품 검토 부서를 구성하여 일부 등록 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품질 감독 및 기술 지침을 수행; 공공 의약품 안전
및 기술 정보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 CFDA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맡아 처리
[ 한국 ]

○ 위해식품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수입식품 검사 등 먹을거리 안전 확보
○ 의약품(바이오), 의료기기 등 제조 수입허가, 안전 및 품질관리
○ 식품 의약품 등의 인체에 대한 위해평가 및 기준 규격 설정

[그림 2] 한국 의약품 관리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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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조직도

Drug

[그림 4] 중국 : 의약품평가센터(CDE) 조직도

[그림 5] 한국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그림 6] 한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직도

2. 의약품 관련 법령
[ 중국 ]

중국 인허가 관련 법령 및 행정령으로는 의약품 관리의 중추가 되는 법인「중국
의약품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은 「중국
의약품관리법시행규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의약품 등록 규정(药品注册管理办法)」이 있다.
1) 「중국의약품관리법」
- 1984년 9월 제정, 몇 차례의 수정, 2015년 4월 24일 제 12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 14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2차 수정을
근거로 하여 지금의 법 유지
- 구성 : 10장 106조
의약품 감독관리와 의약품 품질보증을 강화하고, 인체사용에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과 의약사용의 합법적인 권리, 의약품제조업체 관리, 의약품
유통업체 관리, 의료기관의 약제관리, 의약품관리, 의약품 포장관리, 의약품가격과
광고관리, 의약품감독, 법적 책임 등의 내용 포함
2) 「중국의약품관리법시행규정」
- 국무원령 제 360호로 2002년 9월 15일에 제정 공표된 「중국의약품관리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 구성 : 10장 86조
의약품제조업체 관리, 의약품 유통업체 관리, 의료기관의 약제관리, 의약품관리,
의약품 포장관리, 의약품가격과 광고관리, 의약품감독, 법적책임, 부칙 등
3) 「의약품 등록 규정」
-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규범 제 28호
- 구성 : 15장 177조

의약품 등록신청, 의약품 임상시험, 신약 신청 및 승인, 신약 임상시험, 신약 생산,
신약 추적검사, 복제의약품 신청 및 승인, 수입의약품 신청 및 승인, 비처방의약품의
승인, 의약품 재등록(갱신) 등

[그림 7] 중국의 의약품 인허가 관련 법 도식화

[ 한국 ]

한국 인허가 관련 법령으로는 의약품 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인「약사법」,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약사법 시행규칙」 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있다.

[그림 8] 한국의 의약품 인허가 관련 법 도식화

[표 1] 한국과 중국의 의약품 인허가 관련 법 비교
관련 내용

중국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에 의약품관리법
대한 필요사항 규정, 모법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약품관리법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행규정
면허발급,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관리법,
도매상 허가, 유통관리 등의 의약품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행규정

한국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등록규정
전반적 내용에 대한 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바이오의약품(생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의약외품 허가 및 관리에 의약품등록규정 생물학적제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한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규정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원료의약품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관련된 의약품등록규정
규정

원료의약품등록에 관한규정

3. 의약품 등록절차
가. 의약품의 법적 정의
[ 중국 ]

○ 의약품 : 사람의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에 사용하고, 인간의 생리기능 조절 및
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증상에 따라 사용법과 복용량이 결정
- 의약품에는 생약(Chinese crude drugs), 전통 한약제제(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parations), 전통 중국 의약제제, 화학원료물질(chemical drug
substrate) 및 기타 제제, 항생제, 생화학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혈청, 백신, 혈
액제제, 진단시약 등이 포함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지나, 이들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요구사항은 동일
- 전문의약품 : 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나
도매상에서 병원 약국이나 약국으로만 공급
- 일반의약품(OTC) :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서 공포한 것으로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임의대로 판단, 구매,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하며,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약국 및 인증된 슈퍼마켓으로 유통
[ 한국 ]

○ 의약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한약 :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재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 한약제제 :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 일반의약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으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여야 함
-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안전상비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약국에서 조제·판매하여야 함
나. 의약품 등록 개요
1) 의약품등록의 정의
[ 중국 ]

○ CFDA가 의약품등록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시장판매
예정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통제 가능성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승인 과정을 말함
[ 한국 ]

○ 의약품 품목허가 :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품목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의 종류·규격·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2) 품목등록조건
[ 중국 ]

○ 의약품 인허가 시스템은 중국 기반 제약업체와 해외 제조업체로 구분
① 중국 기반 제약업체
- 중국 국경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는
기관이어야 함
- CFDA 혹은 지방정부에서 발행된 의약품 제조허가와 GMP 증명서가 있어야 함
- 각 품목마다 시판허가 신청이 필요함
② 해외 제조업체
- 반드시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조국가의 해당 관할
기관에서 발행된 제조 증명서, 판매 증명서, GMP 증명서, 수입 증명서(WHO
권장 의약품 증명서(Certificate of a Pharmaceutical Product)로 대체 가능)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인이 수입의약품을 등록하는 경우 중국 국내에 주재하는 사무소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중국 국내의 대리기구가 등록을 대행하여야 함
- 의약품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직원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구비해야 하며,
의약품등록의 법률, 법규 및 기술에 대해 숙지하여야 함
※ 수입의약품등록 대리 신청 요구 사항
· 외국 제약회사의 중국 주재 사무처리 기관
·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 기관
· 공식수탁 문서서류
· 대리 신고기구는 반드시 전문 기술 있어야 함.
· 의약품등록관리 관련 법률 법규 등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함

[ 한국 ]

○ 국내 제약업체
-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이어야 함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제조하여야 함
-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국외 제약업체
- 국내에서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 GMP 기준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수입
하여야 함
-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료는 제조판매품목
허가 시 제출자료와 동일함
3) 의약품 사업자등록
[ 중국 ]

○ 중국에서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려는 자는 영업 유형에 따른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등록 종류(4가지) : 제조·수입, 유통(도매, 소매), 의료기관 약제제조
○ 신청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대표 사무소 설립
또는 중국내 등록 대행사를 위임하여 해당 절차를 담당하도록 해야 함
[ 한국 ]

○ 제조업 : 국내에 의약품 제조소를 두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어야 함
- 제조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위탁제조판매업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을 제조업자
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함
-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업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에 법인을 두어야 하며, 대표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어야 함
-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 외의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소와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리
약사 등을 두어야 함
- 한약의 경우 한약업사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 신고 :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의료
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조하려는 품목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 의약품 등록 신청의 종류
[ 중국 ]

○ 품목등록 신청 양식이 타 ICH 국가와 다르나 수입의약품의 경우 공통기술
문서(CTD) 사용 가능
○ 품목등록신청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양식, 필요 데이터, 검토 절차
유형 및 일정 등이 정해지게 됨
○ 신청서류에는 신청서, 증명서, 기술 보충자료 및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짐.

○ 제출서류는 중국어로 작성, 영어 서류는 보고 자료로 첨부 가능
○ 포장 및 라벨표시는 영어·중국어 표기 가능
1) 품목등록 신청유형
[ 중국 ]

○ 신규 의약품
중국 시장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의 등록신청으로, 이미 시장에 출시한
의약품의 제형을 변경하거나 투여경로를 변경, 그리고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된
의약품의 등록은 신규 의약품 신청의 등록 신고절차에 따라 실시
○ 제네릭 의약품
CFDA가 이미 그 출시를 승인한, 국가 기준이 이미 확정된 의약품의 등록신청을
의미.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은 신규 의약품신청의 절차에 따라 신고
○ 수입 의약품
수입 의약품 신청이란 중국 국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출시 및 판매에 대한 등록신청을 의미
○ 변경(추가)
신규 의약품 신청, 제네릭 의약품의 신청 혹은 수입 의약품 신청이 승인 후,
변경, 추가 또는 원래의 승인사항 또는 취소된 원래 승인 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등록신청을 의미
○ 재등록(갱신)
의약품 승인서가 유효기간이 된 후, 신청인이 지속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의 의약품 등록신청을 의미
[ 한국 ]

○ 신약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입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료제출의약품 : 신약이 아닌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함
- 새로운 염(이성체 등)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
-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
-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또는 함량만의 증감
-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
-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
- 새로운 기원의 효소·효모·균 제제
- 새로운 제형의 의약품
○ 변경허가·신고 :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 하여야 함
○ 신약 등의 재평가 : 신약 등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의약품 재평가 :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중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함
○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함

2) 등록분류 및 제출자료 항목(화학의약품)
[ 중국 ]

등록분류

1

2

3

4
5
6

[표 2] 등록분류 및 제출자료 항목(화학의약품)
내용
국내외 시장에 출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
（1）합성 및 반합성의 방법을 통해 제조한 원료의약품과 그 제제
（2）천연물에서 추출 혹은 발효 통한 새로운 유효 단일체 및 그 제제
（3）분리 혹은 합성 등 방법을 통해 제조한 기존 약물의 광학 이성질체
및 그 제제
（4）출시 판매되고 있는 복수 구성성분(多组份)약물을 단일 또는
소수구성성분 약물로 조제
（5）새로운 복합제제
（6）이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제제이나, 국내외에 허가를 받기 전에
새로운 증상을 추가하는 경우
투여경로를 변경하였으나 아직 국내외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제
국외에 시장 출시되었으나 중국 국내 시장에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
（1）국외에 시장출시 된 제제 및 원료의약품, 혹은 그 제제의 제형을
변경하였으나, 투여경로를 바꾸지 않은 제제
（2）국외 시장에 출시된 복합 제제, 혹은 그 제제의 제형을 변경하였으나,
투여경로를 바꾸지 않은 제제
（3）투여경로 변경 및 이미 국외 시장출시 된 제제
（4）중국시장에 출시 판매되고 있는 제제에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신규 적응증 추가
이미 시장 출시된 약품의 산, 염기（혹은 금속원소）변경하였으나,
약리작용은 변하지 않은 원료의약품과 그 제제
이미 중국내 시장에 출시한 의약품의 제형을 변경하였으나,
약물 투여경로를 변경하지 않은 제제
국가약품표준을 갖고 있는 원료의약품과 제제

[표 3] 화학의약품 등록분류에 따른 자료항목1)
자료 자료
분류 항목

총론
자료

약학
연구
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등록분류 및 자료항목요구사항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4
+
+
+
+
+
+
+
+
*14
*14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16
*16

5
+
+
+
+
+
+
+
*4
+
+
+
+
+
+
+
+
－
－

6
+
+
+
+
+
+
+
*4
+
+
+
+
+
+
+
+
－
－

1) 1. “＋”는 필수 제출자료와/혹은 시험자료를 의미한다.
2. “±” 문헌자료 시험자료로 대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제출 불필요 자료를 의미한다.
4. “*”설명의 요건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표시.(예를 들면 *6은, 의약품등록규정 부칙2. 설명 제6조를 참조)
5. “△”의약품등록규정 부칙2.의“5 임상시험 요구사항” 중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자료
분류 항목

약리
독성
연구
자료

임상
시험
자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등록분류 및 자료항목요구사항
1
+
+
*17
*11
+
+
*6
*7
+
+
+
+
+
+

2
*14
*14
*17
－
±
±
－
－
*18
+
+
+
+
+

3
±
±
*17
－
±
±
*6
－
*18
+
+
+
+
+

○ 제출자료
- 종합자료
1. 명칭
2. 증빙서류
3. 목적과 근거
4. 연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5. 의약품설명서, 초안설명 및 관련 참고문헌
6. 포장 및 라벨 디자인 견본

4
*16
*16
*17
－
±
±
*6
－
+
+
+
+
+
+

5
－
－
*17
－
－
－
－
－
*18
+
+
+
+
+

6
－
－
*17
－
－
－
－
－
－
+
△
△
△
△

- 약학 연구자료
7. 약학 연구자료 종합
8. 원료의약품의 제조방법의 연구 자료 및 문헌자료；제제처방 및 제조방법
의 연구자료 및 문헌자료
9. 화학구조 혹은 구성성분의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10. 품질 연구의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11. 품질기준 및 기초설명, 표준품 혹은 대조품(비교품) 제공
12. 샘플링 검사 보고서
13. 원료의약품, 첨가제의 출처 및 품질 기준, 검사보고서
14. 약물 안정성 연구의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15. 직접용기 포장재질 및 용기의 선택근거와 품질기준
- 약물독성연구자료
16. 약리 독성 연구자료 종합
17. 주요 효력시험 자료 및 문헌자료
18. 일반적인 약리학의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19. 급성 독성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20. 장기 독성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21. 과민성（국소부위, 전신과 광독성), 용혈성과 국소부위（혈관, 피부, 점막, 피
부 등）자극성 등 특수 안전성 시험자료 와 문헌자료
22. 복합제제 중 다양한 성분(복수구성성분)의 약효, 독성, 약물동태학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23. 돌연변이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24. 생식독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25. 발암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26. 약물 의존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27. 비임상 약물동태학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임상시험자료
28. 국내외 관련 임상시험자료의 총론

29. 임상시험 설계 및 연구방안
30. 임상연구자의 매뉴얼
31. 사전 동의서 견본, 윤리위원회 승인서
32. 임상시험보고
[ 한국 ]

-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2)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6)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다. 유전독성시험자료
라.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마. 발암성시험자료
바. 기타독성시험자료
1) 국소독성시험(국소내성시험포함)
2) 의존성
3) 항원성 및 면역독성
4) 작용기전독성
5) 대사물
6) 불순물
7) 기타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자료
나.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1) 분석방법과 밸리데이션 보고서
2) 흡수
3) 분포
4) 대사
5) 배설
라. 약물상호작용 등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가. 임상시험자료집
1) 생물약제학 시험보고서
2) 인체시료를 이용한 약동학 관련 시험 보고서
3) 약동학(PK) 시험보고서
4) 약력학(PD) 시험 보고서
5) 유효성과 안전성 시험 보고서
6) 시판후 사용경험에 대한 보고서
7) 증례기록서와 개별 환자 목록
나. 가교자료
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 수입품의 경우 다음의 서류
•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제3호에 따른 품목은 제외
한다)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
- 의약품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
- 위탁제조판매하려는 경우 수탁제조업자의 정보 및 위수탁제조계약서
-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이라 한다)에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하
"의약품특허권"이라 한다)이 등재된 의약품(이하 "등재의약품"이라 한다)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 신약 등의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 자료
-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
적 제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라. 시판허가 승인
1) 개요
[ 중국 ]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허가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CFDA에 임상시험 승인신청
(IND와 유사) → 중국 내 임상시험(혹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 →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수행 후 CFDA에 등록신청의 과정을 거침

[그림 9] 중국 의약품 인허가 절차흐름도
○ 의약품등록 신청자료는 1차적으로 제출하고, 신규 의약품등록신청 수리 후
새로운 기술자료를 임의로 수정, 추가 제출 할 수 없음
수정,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추가신청)의 절차를 따라야 함

단, 특수 심사승인과정에 있는 등록신청 또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거나 요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수정, 추가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며, 30∼120 근무일 소요
○ 시판허가 비대상 품목
중국 내 제조된 모든 의약품은 시판허가 심사 대상이지만, 수입의약품 중
아래 품목은 시판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중국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외국 단체,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의약품
- 일반적인 치료법이 맞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의 환자
-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수입의약품
2) 임상시험승인 신청
[ 중국 ]

의약품의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포함)은 반드시 C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물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GCP)》을 준수하여야 함
신규 의약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제네릭 의약품의 신청 및 변경신청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
하여야 함
임상시험은 각각 I, II, III, IV기로 분류
○ I기 임상시험
초기의 임상 약리학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
신규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내성도와 약물동태학을 관찰하여 약물의 투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II기 임상시험 : 치료 작용에 대한 초기 평가단계
(목적)
약물이 치료를 목표로 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 작용과 안전성 평가
또한 III기 임상시험 연구 설계와 투여량의 확정을 위한 근거 제공

이 단계의 연구 설계는 구체적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임의대조 임상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 사용 가능
○ III기 임상시험 : 치료 작용에 대한 확증 단계
(목적)
치료를 목표로 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 작용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
이 단계에서는 치료로 인한 효과와 위험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최종적으로
약물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충분한 근거 제공.
시험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표본 집단을 가진 임의대조 임상시험으로 수행
○ IV기 임상시험 : 신규 의약품 출시 후의 응용연구 단계
(목적)
광범한 사용조건 하에서의 약물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하고 보통 또는
특수집단에 속한 인체에 미치는 효과와 위험성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투여량
등을 조절하는 것임
[ 한국 ]

○ 의약품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포함)을 실시하려는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제출의약품 중 품목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는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임상시험의 종류 :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임상
시험 관리기준(KGCP)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제0상 임상시험(탐색적 임상시험)"은 제1상 임상시험의 초기에 수행되는 임상
시험으로 매우 제한된 용량의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여 치료나 진단의 목적을
갖지 않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시행
하는 용량-내약성 임상시험 등에 선행하여 진행되며,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등이 해당
- "제1상 임상시험(임상약리시험 등)"은 내약성 평가, 약동학과 약력학 정의/

서술,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조사, 치료효과 추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 약리시험
등이며, 용량-내약성 임상시험, 단독과 반복 투여에 따른 약동학/약력학 임상
시험, 약물상호작용 임상시험 등이 해당
- "제2상 임상시험(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은 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후속
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치료확증시험을 위한 시험설계, 평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등이며, 대리 약리학적
평가 또는 임상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잘 정의된 소수의 환자에서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상시험, 용량-반응 탐색 임상시험 등이 해당
- "제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은 유효성 입증/확증, 안전성 자료
확립, 임상적용을 위한 이익과 위험의 상대 평가 근거 제공, 용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등이며, 유효성 확립을
위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 무작위 배정에 의한 용량-반응 임상시험,
안전성 임상시험, 이환율/사망률을 위한 임상시험, 비교적 간단한 대규모 임상
시험, 대조군을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 등이 해당
- “제4상 임상시험(치료적 사용 임상시험)”은 품목허가 후 허가사항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시험을 말함

3) 임상시험승인 절차

[ 중국 ]

[그림 10] 중국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절차 흐름도2)
① 접수
○ 신청자는 CFDA 행정접수 서비스 센터에 등록을 신청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함
이때, 접수 받은 직원은 신청 자료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사항 중 법률에 따라 행정허가 취득이 필요 없을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접수불가를 통지함
○ 신청사항이 법률에 따라 해당부서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즉시 처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야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부서에 가서 접수해야 한다고
2) 해당 기한은 근무일 기준이며,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알려 주어야하며, 신청 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신청인의 수정을 허락함
○ 신청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형식심사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즉시 현장에서
혹은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충할 모든 자료를 알려 주어야함
○ 기한이 넘었는데 통지가 없으면 문서 제출 날짜부터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위에 포함되며, 신청한 자료가 완비
되고 형식 심사요구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할 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접수를 받게 됨
② 의약품등록심사
○ 행정접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 후, CFDA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s for Food and Drug Control, 이하 NIFDC)에 조직을 편성하여 등록
검사, 심사확정 및 심사관련 사항 등의 일을 진행하도록 통지.
이는 반드시 수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함
○ NIFDC 부서는 샘플검사, 재검사 기준 85일(특수약품 및 백신류 제품 115일)
이내에 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자료 및 샘플을 받은 후 5일내에 등록검사를
진행
○ 수입의약품을 책임지는 약품의 등록검사소(drug control institution)는 모든
자료, 샘플과 관련 기준물 접수 후 60일 이내에 등록검사를 완료하여 이 의약품
등록검사보고서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소에 송부(특수약품과 백신제품의 샘플
검사 및 품질기준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완료)
○ NIFDC는 의약품등록검사보고와 이미 재검사한 수입표준의약품기준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전문가를 구성하여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심사의견에 근거
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기술심사

○ 의약품등록 검사를 하는 동시에, 행정접수 서비스 센터는 신청 자료를 CFDA의
의약품평가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이하 CDE)로 송부하여 기술심사를
진행
○ CFDA의 CDE는 관련 기술심사 원칙에 따라 90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완료
해야함 (특수심사절차를 진행하는 품목은 80일내에 완료）
○ 기술심사평가 완료 후 의약품평가기술심사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시, 보충자료
통지를 보내고 신청인은 4개월 내에 보충자료를 내야 하며 CDE는 30일내에
보충자료 심사 완료특수심사절차를 진행하는 품목은 20일내 완성)
④ 승인결정
○ CDE로부터 기술 심사 평가 완료의 자료를 받은 후 CFDA는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관장 당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음
⑤ 송부
○ 행정허가를 결정한 날짜부터 10일내에 CFDA 행정접수서비스 센터에서 행정
허가를 신청자에게 송부
⑥ 재심사
○ 신청인이 CFDA의 승인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의
혹은 행정소송 전에, 통지서 결과를 받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약품등록
재심사신청표”를 작성하여 CFDA에 재심사 신청을 내고 그 이유를 설명.
재심사 내용은 원래 신청 사항과 신고 자료에 한함
○ CFDA는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기존의 결정과 다름없는 경우 CFDA는 이후에 제기
되는 재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 재심사에 기술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CFDA는 이와 관련한 전문 기술 인력을
구성하여 원래 신청에 적용된 시한 내에 심사를 수행하여야 함
[ 한국 ]

○ 임상시험 승인 절차

[그림 11] 한국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절차 흐름도3)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 의뢰자(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창구(ezdrug)로 신청할 수 있음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전 현장 또는 전자민원창구(ezdrug)에서 보완을 요구함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임상제도과로 접수되어 심사를 개시함
3) 해당 기한은 근무일 기준이며,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등록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등록절차는 별도로 없음
○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여부 평가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적합판정서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제조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적합판정서가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 무균 제제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평가가 실시되며, 그 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시함
○ 기술심사
- 기술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해당부서
또는 바이오생약심사부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 기술심사를 실시함
- 기술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되며, 심사에 추가 일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일정 연장 통보됨
- 심사결과 기술심사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보완요구를 하게 되며, 통상 30일(필요시 의뢰자가 연장신청 가능)간의 기간이
부여됨
○ 승인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며, 승인서를 발급함
○ 이의신청
- 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승인불가)되면 반려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의뢰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4) 임상허가증명서 유효기간과 연장
[ 중국 ]

○ 임상시험은 승인일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 규정된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허가증명문서는 자동 폐기됨
○ 임상시험을 계속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신청하여야 함
○ 연 1회의 정기적인 허가 감사 혹은 검사는 따로 시행되지 않음
[ 한국 ]

○ 임상시험은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지만 2년을 경과하더라도
승인서가 폐기되지 아니함
5) 임상시험 승인 실행기관과 자문처리와 고소(항의)기관
[ 중국 ]

· 실행기관 : CFDA
· 처리지점 :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
· 자문(문의) : CFDA
· 고소, 항의 : CFDA 주재검찰국, 법제사

[ 한국 ]

○ 임상시험 관련 승인, 문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처리함
6) 국외 신청자가 중국 내에서 다국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 중국 ]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약품이거나 이미 2상
또는 3상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약물이어야 한다. CFDA는 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예방 백신에 대한 해외 신청자의 다국적 임상시험 신청은 수리하지 않음
○ CFDA는 다국적 임상시험을 수행을 승인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국내의
1상 임상시험을 먼저 실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 중국 국내에서 다국적 임상시험 수행 시, 어느 국가에서 해당 약물과 관련된
중요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CFDA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신청인은 완성된 임상시험 보고서를 CFDA에 송부
하여야 함
○ 다국적 임상시험으로 얻어진 데이터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의약품의 등록신청에
사용되는 경우, 중국 규정의 임상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국적 임상시험의 모든 연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 ]

○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하여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차이가 없으며
- 다국가 임상시험 중 한국에서 수행하려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함
-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국내 법인이나 수탁기관을 통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 한국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견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내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야 함

7) 시판허가승인 절차
[ 중국 ]

[그림 12] 중국 의약품 시판허가 승인절차 흐름도
① 접수
○ 기업 또는 신청 대행사는 CFDA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신청서류(임상시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데 모든 주요 문서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함
② 의약품등록심사
○ CFDA의 행정접수 서비스 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류 구성에 대한 검토를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하여 서류 구성에 문제가 없을 시, 기술검토 단계를 위해
CDE로 서류를 전달
○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CFDA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서류를 보류함

○ 이 단계에서 중국 내 제조사의 경우 CFDA 지사의 연구시설 및 임상에 대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며, 신청 서류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받게 됨. 중국 외
제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CFDA의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③ 기술심사
○ CDE가 신청 서류의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로 기술검토는 근무일 기준 150일
이내에 이루어짐. 이 기간 동안 CDE는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20일 이내에 해당 요구에 답해야 함. 추가
서류가 제출된 경우, CDE는 50일 이내에 검토하여 답을 하게 됨
○ 이 단계에서 기술적 검토 후 시판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CDE는 중국내 제
조사에게 CFDA 혹은 지사를 통해 현장 검증을 받고 제조 현장이 서류와
일치함을 보일 것을 요구하게 됨. 수입의약품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④ 승인결정
○ CDE가 최종 기술평가 의견을 CFDA에 송부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관장 당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음
⑤ 송부
○ 행정 허가를 결정한 날짜부터 10일 내에, CFDA 행정접수서비스 센터에서 행정
허가를 신청자에게 송부
[표 3] 중국 신약등록심사기간
구분

미시판 의약품
해외출시된 의약품(중국내 미출시)
중국내 출시되어 판매중인 의약품
수입의약품 임상허가

임상시험 심사기간

14개월
27개월
14개월
6~10개월

임상시험 승인 후
시장 출시 기간

29개월
34개월
29개월
24개월

[ 한국 ]

○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

[그림 13] 한국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 흐름도

○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 방문신청 또는 전자민원창구(ezdrug)를 통해 전자신청
- GMP 평가서류는 수입품인 경우 의약품품질과, 제조품목인 경우 관할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경인청, 대전청)에 협의 요청
-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심사 관련 서류는 의약품심사부 각 과에 협의
요청
-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및 특허관계 협의 의뢰
-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여부, DMF 등록대상 원료사용 및 등록 여부 확인
- 품목설명회 신청, 우선(신속)심사 대상여부 확인
* 우선(신속)심사 대상 :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신속한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
의약품 등
○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 실시함
- 담당자는 5일 이내에 자료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심사카드를 작성하여 의약품
심사부 해당 과에 배정
- 신청사항 확인, 적용 조항(우선(신속)심사대상 여부 포함), 자료요건의 타당성
검토
○ 심사
- 의약품심사부 각 과에서 심사를 개시함
- 예비심사카드 및 적용조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재확인, 주요
쟁점사항 파악
- 품목설명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 품목관리자와 상의하여 설명회 실시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 보완사항을 취합·조정하여 일괄
보완 요구
- 임상시험결과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제도과와 협의

- 제출한 보완자료가 미비한 경우는 재보완 자료를 요청
-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요청
○ 심사결과 회신
- 의약품심사부 각과, 의약품품질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에서는 각 심사결과를
의약품심사조정과로 회신
• 의약품심사부 :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에 대한
심사
• 의약품품질과 : GMP 평가 자료에 대한 심사
•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 특허관계 확인서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사항 검토 후 판매금지 등 해당 허가조건 검토
○ 품목허가
- 품목담당자는 품목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품목허가 여부 결정
- 품목허가 완료 후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생동성심사 결과 정보
공개에 동의한 품목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8) 수수료
[ 중국 ]

[표 4] 중국 품목등록 수수료4)

항목 분류
임상시험
신약 등록요금
생산/출시
생산/출시(임상시험 불필요)
제네릭 등록요금
생산/출시(임상시험 필요)
항목
보충 신청 등록요금 정규
기술심사평가 필요
의약품 연장 등록요금(매 5년)

(단위 : 만 위안)
중국산
수입산
19.20
37.60
43.20
59.39
18.36
36.76
31.80
50.20
0.96
0.96
9.96
28.36
성급 가격·
22.72
재정기관 책정

4) 출처: 무역협회(제약협회, 한국수출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 산업협회, 화장품협회)

[ 한국 ]

[표 5] 한국 품목등록 수수료5)

종 목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신청
가.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나. 희귀의약품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 임
상시험을 실시하고 작성한 임상시험 성적서를 첨
부하여 허가신청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약품

전자민원

(단위 : 만원)
방문·우편 민원

372.60

414.00

186.30
(93.15)

207.00
(103.50)

113.40

126.00

9) 우선심사(가속 승인)
[ 중국 ]

신청인은 다음의 경우 우선심사 승인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CFDA의 CDE가
구성한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해당신청이 우선심사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 확정한 후 우선심사를 시행하게 됨
○ 우선심사 대상6)
①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식물, 동물, 광물 등 물질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및 그
제제, 새로 발견된 중국 생약과 생약 제제
② 중국 국내 및 국외에서 아직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화학원료의약품과 그 제제,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③ 에이즈, 악성종양, 희귀병 등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시험 효과가
현저히 우세하게 나타나는 신약
④ 효과적인 기존 치료방법이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
5) 출처: 무역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
화장품협회)
6) ①, ② 의 경우 임상시험(IND)와 판매허가(NDA) 승인 위한 절차 모두 우선심사·승인
③, ④의 경우 판매허가 승인만 우선심사·승인

○ 우선심사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 CFDA 우선심사 승인 조건 부합 여부 검토
→ 우선심사 진행”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선심사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기업이 요청하는 안전성 문제,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누적 임상결과 등에 대해 신청 전 또는 도중에 CFDA와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또한, CFDA 혹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충자료제출 수단의 제공 등의 이점을 제공
받게 됨
[표 6] 중국 우선심사 승인기간
일반심사
특별심사

[ 한국 ]

심사유형
임상시험승인
시판허가승인
임상시험승인
시판허가 승인

소요시간
의약품평가센터 기술평가: 90일
의약품평가센터 보완자료평가: 30일
의약품평가센터 기술평가: 150일
의약품평가센터 보완자료평가: 50일
의약품평가센터 기술평가: 80일
의약품평가센터 보완자료평가: 20일
의약품평가센터 기술평가: 120일
의약품평가센터 보완자료평가: 30일

○ 품목허가·수입품목허가 신청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비가역적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개념 의약품에 대하여는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 기타 항암제, 희귀의약품, DNA칩 등 환자치료 또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신약 및 개량신약
- 국내에서 얻어진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
- 독성·약리작용·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
-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제
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약품
마. 수입의약품허가
[ 중국 ]

○ 모든 의약품은 중국 판매를 위하여 CFDA의 의약품 면허를 취득해야 함.
수입의약품등록 신청표는 CFDA 홈페이지(http://www.cfda.gov.cn)에서
다운받아 요구에 맞게 작성한 후 프린트 및 보관해야 하며, 국외신청인이면
서명 및 중국 국내 대리기관의 사인과 도장날인이 필요함.
○ 신청 자료를 이메일 발송 혹은 우편 발송 시에는 반드시 신청표의 컴퓨터
파일을 의약품등록 전용 전자 이메일인 slzx@cfda.gov.cn으로 발송해야 한다.
외국문서자료의 경우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함
[ 한국 ]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여야 함
1) 수입의약품 등록 신청 요구사항
[ 중국 ]

1) 수입의약품 등록 신청 조건
-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가 위치한 생산국 또는 생산 지역에서 의약품 판매허가가
있을 것
- 의약품 허가가 없는 경우, CFDA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임상적 필요성이 확인
될것

-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가 위치한 생산국 또는 생산 지역과 중국 GMP 요구
사항에 따를 것
2) 수입의약품 등록 시 제출자료 목록
- 종합자료
· 약품명
· 증빙서류
· 목적과 근거자료
· 연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 복약지도문, 초안설명 및 관련 참고문헌
· 포장 및 라벨 디자인 샘플
- 연구자료
· 약학 연구자료 종합서술
· 원료 의약품 제조방법의 연구 자료 및 관련 문헌자료
· 화학성분연구의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품질 연구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품질기준 초안 및 초안설명, 기준물질 및 관련자료
· 샘플의 약품검증보고서
· 원료의약품, 첨가제의 출처 및 품질기준, 검사보고서
· 안정성연구 자료 및 문헌자료
·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의 선택근거 및 품질기준 약리 독성연구자료
- 독성연구자료
· 약리 독성 연구자료의 종합서술
· 주요 약효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일반 약리학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급성 독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장기독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과민성(부분, 전신 및 광독성), 용혈성과 부분(혈관, 피부, 점막, 근육 등)
자극성 등 특수 안전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복합제제 중 다양한 성분의 약효, 독성, 약물동태학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

자료 및 문헌자료
· 돌연변이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생식독성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발암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의존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비임상 약물동태학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 임상시험자료
· 국내외 관련 임상시험자료의 총론
· 임상시험 설계 및 연구방안
· 임상연구자 매뉴얼
· 사전 동의선 견본, 윤리위원회 승인서
· 임상시험보고
[표 7] 중국 수입의약품 등록 시 증명서류 및 요구사항7)
항목

증명서류

수출국에서의 의약품
수 입 의 약 품 판매 증명서,
등록 시 제출 의약품제조및품질관
증명서류
리기준(GMP) 증명
서류

수입의약품
등록 시 제출
증명서류

대리신고 자격 증명
서류
특허권에 속한 자료

요구사항
의약품 생산국 및 지역국가의 기관에서 출시된 신약
세계보건기구(WHO) 규격 양식
- WHO 규격 아닐 경우, 국가기관의 공증과 중국내
상주 대사관의 인증서 필요
지역성 국제기구에서 발행된 서류의 경우,
CFDA 통한 인증 필요
국내외 시장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중국 내
임상시험 후 모든 증명서류 제출
해외제약회사가 중국에 자사설립하여 신고할 경우,
“외국기업 상주 중국 대표기관 등기” 복사본
해외제약회사의 수탁을 받은 중국 대리기관이 신고
할 경우, 중국어 번역본의 수탁공문 서류, 공증문서
서류, 중국 대리기관의 “영업허가증서” 복사본
신청자가 특허권 소지자인 경우, 특허 증명서류 제공
신청자가 특허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 특허권 상황
설명(물질, 용도, 제법 특허 상황 설명), 타인의
특허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비한 보증서 제출

7) 20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 수입약품등록절차 및 요구사항 발표자료에서 발췌

[ 한국 ]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품목신고를 신청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GMP 기준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수입
해야 함
-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료는 제조판매품목
허가 시 제출자료와 동일함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품목신고 신청 시 제출자료
-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2)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6)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다. 유전독성시험자료
라.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마. 발암성시험자료
바. 기타독성시험자료
1) 국소독성시험(국소내성시험포함)
2) 의존성
3) 항원성 및 면역독성
4) 작용기전독성
5) 대사물
6) 불순물
7) 기타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자료
나.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1) 분석방법과 밸리데이션 보고서
2) 흡수
3) 분포
4) 대사

5) 배설
라. 약물상호작용 등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가. 임상시험자료집
1) 생물약제학 시험보고서
2) 인체시료를 이용한 약동학 관련 시험 보고서
3) 약동학(PK) 시험보고서
4) 약력학(PD) 시험 보고서
5) 유효성과 안전성 시험 보고서
6) 시판후 사용경험에 대한 보고서
7) 증례기록서와 개별 환자 목록
나. 가교자료
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 수입품의 경우 다음의 서류
•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제3호에 따른 품목은 제외
한다)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
- 의약품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
- 의탁제조판매하려는 경우 수탁제조업자의 정보 및 위수탁제조계약서

-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이라 한다)에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하
"의약품특허권"이라 한다)이 등재된 의약품(이하 "등재의약품"이라 한다)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 신약 등의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 자료
-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
2) 수입의약품 등록 처리절차
[ 중국 ]

중국 국내의약품 등록 처리절차와 같으나, 수수료에 차이가 있음. 임상시험은
중국 국내임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수입의약품 등록 심사 과정8)
- CFDA는 신청된 자료들에 대해 형식검사를 30일 내에 진행하며,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록 신청 수리 통지서를 발부, NIFDC에 위탁해
3개 로트번호의 샘플에 대해서 검사진행
- NIFDC는 자료 및 샘플을 받은 후, 5일 내에 검사시행 → 60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특수의약품과 백신류 제품의 경우: 90일 이내)
- CDE는 90일 내에 약학, 의학 및 기타 전문가들과 함께 신청 자료를 심사 →
종합의견 CFDA에 제출
- CFDA는 종합의견에 따라서 20일 내에 심사 결정 → 10일 이내에 임상시험
승인 통보
- 임상시험 승인 후 6~8개월의 임상시험을 진행
- 임상시험이 끝난 후 의약품 등록 신청 → 검토 후 승인
※ 수입의약품 신청 수리기간은 20∼24개월 정도소요
8) [그림 10]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절차 흐름도, [그림 12] 의약품 시판허가 승인절차 흐름도 참고

[ 한국 ]

한국의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절차는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절차와 동일함

○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
-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 방문신청 또는 전자민원창구(이지드럭)을 통해 전자신청
• GMP 평가서류는 수입품인 경우 의약품품질과에 협의요청
•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심사 관련 서류는 의약품심사부 각 과에
협의요청
• 특허관계확인서 제충대상 여부 및 특허관계 협의 의뢰
•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여부, DMF 등록대상 원료사용 및 등록 여부 확인
• 품목설명회 신청, 우선(신속)심사 대상여부 확인
-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 실시함
• 담당자는 5일 이내에 자료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심사카드를 작성하여
의약품심사부 해당 과에 배정
• 신청사항확인, 적용조항(우선(신속)심사대상 여부 포함), 자료요건의 타당성 검토
- 심사
• 의약품심사부 각 과에서 심사를 개시함
• 예비심사카드 및 적용조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재확인, 주요
쟁점사항 파악
• 품목설명회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 품목관리자와 상의하여 설명회 실시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 보완사항을 취합·조정하여 일괄
보관 요구
• 임상시험결과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제도과와 협의
• 제출한 보완자료가 미비한 경우는 재보완 자료를 요청
•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요청

- 심사결과 회신
• 의약품심사부 각과, 의약품품질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에서는 각 심사결과를
의약품심사조정과로 회신
- 품목허가
• 품목담당자는 품목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품목허가 여부 결정
• 품목허가 완료 후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생동성심사 결과 정보
공개에 동의한 품목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3) 수입의약품 임상시험의 범위
[ 중국 ]

1) 수입의약품의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 현재 국내외 제약시장에 허가등록 되지 않은 의약품
- 허가 등록되어 출시중이나, 중국 내 처음 수입된 의약품
- 중국에서 출시 판매중인 것과 같은 의약품
- 수입의약품의 적응증 및 효능을 증대하려는 의약품
2) 수입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규칙
- 의약품등록법
- 의약품임상시험 관리 규범(GCP)
- 의약품 임상시험 허가
3) 수입의약품 임상시험 요구조건
- 점검규격에 합격된 임상 표본 사용

[표 8] 중국 상황별 임상시험 요구조건9)
등록신청상황
현재 국내 외
시장 허가등록
되지 않은 의약품
허가 등록되어
출시중이나, 중국
내 처음 수입된
의약품
화
학
의
약
품

요구조건
통계학적 요소 부합
최소 증례수 요구 부합
Ⅰ상: 20∼30명
Ⅱ상: 100명
Ⅲ상: 300명
Ⅳ상: 2000명
해외 임상시험 자료의 요구사항과
부합할 경우 최소 100쌍,
적응증 증례수는 최소 60쌍

고형경구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최소 18∼24쌍
비고형 경구제) 임상시험 최소
100쌍
서방형제제) 단수, 복수로 나누어
복용, 인체 약물동력학 비교
중국에서 출시 연구, 약리학 임상자료 제출
판매중인 것과 (임상시험 증례 최소 100쌍)
같은 의약품
주사제) 단일 활성성분 주사제의
경우, 최소 임상 증례수, 100쌍
다성분 주사제의 경우 최소 임상
증례수, 300명(시험약)
리포좀, 고분자, 나노입자의 경우,
미시판 혹은 해외 시판 의약품의
요구 수준으로 임상 진행

비고
․단독 신청하는 원료제제의
경우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제제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신약의 서방성 제제는 인체
약물동력학 비교연구 임상 진행
․인체 약물동력학 면제 대상

․임상시험자료 관련 서술서의
규정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판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
규정으로 임상시험 진행.
․중국에 이미 시판되고 있는
제제이나 투여경로에 변경 있을
경우 적응증을 확대하여
임상시험 100쌍 수행

※ 피임약(화학의약품)의 경우
Ⅰ상 : CFDA의 본 규정에 의하여 진행
Ⅱ상 : 최소 100명 6개월 주기 경과의 데이터 필요
Ⅲ상 : 최소 1000명 12개월 주기 경과의 데이터 필요
Ⅳ상 : 약품의 변화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피험자수를 가지고 수행
9) 20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 수입약품등록절차 및 요구사항 발표자료에서 일부 발췌

[ 한국 ]

○ 수입의약품의 임상시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내 제조 의약품과 동일함
- 신약(천연물신약 포함)에 대하여 외국에서만 임상시험이 수행된 경우에는
가교자료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가교시험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가교자료로는 국내·외 거주 한국인을 대상을 얻어진 약동학 연구, 약력학
연구자료 또는 용량·반응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유효성 확증시험 자료 중 하나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만으로 외국 임상자료의 국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4) 수입의약품 승인거절되는 경우
[ 중국 ]

○ 의약품 제조 국가 혹은 지역의 의약품 출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의약품 제조공장이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맞지 않을 경우
○ CFDA의 심사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 의약품에 심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 의약품의 치료효능이 확실하지 않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 의약품의 품질이 표준보다 낮을 경우
○ 중국에 금지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수입품목허가가 제한됨
• 각성제·흥분제에 해당하는 제제
• 비타민류와 성호르몬제의 복합제제
• 성인이 1회 복용 시의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
강장변질제
• 생약을 원형 그대로 자르거나 파쇄하여 혼합한 형태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
• 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 재평가의 대상으로 공고한
제제로서 그 결과가 공시되지 아니한 것

•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국민의 욕구를 자극하여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제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 다만,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 혈장분획제제, 유전자 치료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이나 국제협약상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소분(小分)하는 품목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나. 항생물질과 그 제제
다. 방사성의약품
•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
5) 수입의약품 변경(추가)등록
[ 중국 ]

○ 수입의약품의 변경등록 시의 절차 또한 중국 국내의약품 변경등록 처리 절차와 동일
○ 신청자는 관련 서류 일체와 설명을 명시하여 CFDA에 제출해야 함. 또한,
외국 또는 제조국가 해당 기관의 승인서류, 위임장, 공증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
중국 대리기구의 사업자등록증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류가 제출되면 CFDA는 신청 서류 일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행하게 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확인통지서를 발행하게 됨. 만약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 사유가
적힌 접수반려 통지서를 발행해야 함
[ 한국 ]

○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의 변경 절차는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절차와
동일함

-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의약품 수입관리방법
[ 중국 ]

1) 정의
의약품수입관리란, 의약품수입등록, 심사승인, 등기기록, 항구검사, 감독관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약품수입 신청과 심사승인은 CFDA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와 요구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생산되어 중국 국내에서 판매,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기술 심사평가와 행정심사를 통해 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2) 수입의약품의 조건
○ 의약품은 반드시 국무원이 의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통하여 수입되어야
하고, 신청업체는 “의약품수입 검사신청서”, “수입의약품등록증” 원본을 지참
해야 함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시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
허가증” 원본을 소지하여야 함)
○ 이 때, 신청업체는 “의약품유통허가증”을 보유한 독립법인이어야 하며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과 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약품제조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수입신고․수리
○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업체가 의약품수입이 허가된 항구를 관할하는 해당 감독
관리부(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의약품통관서” 수속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함(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수입의약품항구검사통지서” 수속 신청)
○ 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의 수입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데
그 구체적인 직무책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수입신고, 처리 신청서의 처리 및 수입 등록자료의 심사
- 수입신고, 처리의 접수 또는 수입신고, 처리거부에 관련된 사항
- 세관과의 연계 하에 수입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
- 항구 의약품검사소에 수입의약품에 대해 실시하는 항구검사 통지
- 수입신고, 처리 및 항구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관한 감독처리 진행
- CFDA가 규정한 기타 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표준 규정 부합 여부에 대한 항구의약품
검사소의 검사를 거쳐야 수입신고․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표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항구의약품검사소는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또한, 해당의 경우 국가의 특별 승인을 얻은 항구를
통하여 수입되어져야 함
- CFDA가 규정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 중국 내에 처음 판매되는 의약품
-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의약품
○ 처리절차
① 신청
“수입의약품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의약품등록증(혹은 의약제품등록증)”
원본을 지참(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수입허가증” 원본 소지)
- 제출자료(각 2부씩 제출)
• “수입의약품등록증”（혹은 “의약품등록증”）（정본 혹은 부본）복사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허가증” 복사본)
• 검사신청업체의 “약품유통허가증”, “기업법인영업등록증” 복사본
• “원산지증명서” 복사본
• 물품구매계약서 복사본
• 컨테이너명세서, 운송명세서 및 화물운송영수증 복사본
• 출고검사보고서 복사본
• 의약품설명서 및 포장, 라벨의 양식（원재료약과 제제 중간물질의 경우는 제외)
• CFDA가 검사승인을 규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생산검정기록 요약본과 생산

국가 또는 생산지역 관리기구가 발급한 검사승인 증명서 원본
• 수입의약품검사보고서, 수입의약품통관서 복사본
(CFDA가 규정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중국 내에 처음 판매되는
의약품,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의약품 제외)
•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나 제제 중간물질 자체 수입하는 경우
의약품제조허가증, 기업법인영업등록증 복사본
•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중개무역을 거쳐 수입되는 의약품의 경우
원산지로부터 각각의 중개무역 국가와 체결한 물품구매 계약서, 컨테이너
명세서, 운송명세서, 화물운송 영수증 등
→ 각종 서류의 사본은 수입업체의 공식 인장 날인필수
② 심사
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의약품검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아래에 열거하는 절차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데, 관련 처리는 당일
처리가 원칙
• 제출된 자료의 완벽성과 사실성 심사
• “수입의약품등록증” (혹은 “의약품등록증”),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허가증” 원본에 대한 사실성 검사
③ 심사 후 통지서 발급 및 처리
CFDA가 규정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중국 내에 처음 판매되는 의약품,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의약품의 경우, 검사를 담당하는 항구의약품검사소에
“수입의약품항구검사통지서”를 발급하고 세관에 “수입의약품표본추출통지서”를
발급 → 항구의약품검사소는 “수입의약품항구검사통지서”가 규정하는 표본
추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진행 → 검사 결과 관할 항구의약품
감독관리국에 송부 → 검사 결과가 표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접수하고 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수입의약품통관신고서” 발급
위 세 경우 외의 경우,
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이 모든 자료에 오류가 없음을 심사 → 수입신고․
수리접수 → “수입의약품통관신고서” 발급(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및

검사를 담당하는 항구의약품검사소에 “수입의약품항구검사통지서” 발급 → 항구
의약품검사소는 “수입 의약품항구검사통지서”가 규정하는 표본추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진행 → 검사 결과 관할 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
→ 검사결과가 표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를 접수하고 항구
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수입의약품통관신고서” 발급, 검사결과가 표준규정에 부합
되지 않는 경우, 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이 《약품관리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의약품수입신고, 처리 거부 통지서”가 발급되는 경우
· “수입의약품등록증”（혹은 “의약품등록증”)과 “수입의약품승인서” 혹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수입신고 처리 시, “수입의약품등록증”（혹은 “의약품등록증”), 혹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 수입신고 처리 시,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의약품의 유효기간
자체가 12개월 미만일 때는 수입신고 처리시점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된 실제 생산지와 “수입의약품등록증” (혹은 “의약품등록증”)에
규정된 원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은 지역별 국제기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수입의약품등록증”（혹은 “의약품등록증”)에 규정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체가 “의약품유통허가증”（제조업체의 경우, “의약품제조허가증”)과
“기업법인영업등록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의약품의 포장과 품질표시 상표가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의약품제제에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중문 설명서가 승인된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무원이 의약품 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경우 또는 화물의
도착지가 소재지 항구의약품감독관리국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경우
· CFDA가 승인하도록 규정한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유효한 생산국가
또는 지역의 관리기구가 발급한 생물제품 승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문서나 명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수입의약품등록증”（혹은 “의약품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 CFDA가 규정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중국 내에 처음 판매되는
의약품,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의약품의 샘플을 추출하지 않은 경우
· CFDA가 규정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중국 내에 처음 판매되는
의약품,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의약품에 대해 항구 검사결과가 샘플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중국 의약품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항구검사
○ 중국의약품생물제품검정소(National Institute for the Control of Pharmaceutical
and Biological Products, 이하 NICPBP)가 수입의약품의 항구검사 업무의
지휘와 협조를 책임지게 되며 항구의약품검사소가 필요로 하는 표준품과
대조품은 NICPBP에서 심사 및 확정한다. 그 구체적인 직무책임은 아래와 같음
- 항구에 도착한 화물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출고검사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 원본에 대한 확인조사
- 규정에 따른 샘플추출
- 수입의약품에 대한 항구검사
- 이의를 제기한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 CFDA가 규정한 기타 사항
○ 처리절차
① 샘플추출
항구의약품검사소는 “수입의약품등록증” (또는 “의약품등록증”)에 명시된
등록표준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
- 수입업체, 출고검사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수입의약품항구검사
통지서”를 접수한 후 2일 내에 수입업체와 연락하여 규정된 화물 보관 장소
에서 《수입의약품샘플추출규정》에 따라 현장 샘플추출 진행(항구의약품
검사소는 현장 샘플추출 진행 시, 수입의약품의 실제 도착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조사하며 샘플추출을 기록하고 “수입의약품표본 추출기록”을 작성) →
표본추출 완료 후, 항구의약품검사소는 수입업체가 소지한 “수입의약품통관
신고서” 원본에 ‘표본추출 완료’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CFDA가
규정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중국 내에 처음 판매되는 의약품,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의약품 제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수입허가증”
원본에 샘플추출완료 기재 후 직인 날인

※ 샘플추출하지 않는 경우
· 출고검사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제출한 원본과
수입신고 신청 시 제출한 복사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포장운송과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수입의약품의 일렬번호 혹은 수량이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수입의약품의 포장 및 품질표시 상표가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가의 약품감독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
→ 샘플추출을 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항구의약품검사소는 2일 이내에, “수입
의약품표본추출기록”을 소재지 항구 의약품 감독 관리국에 송부

② “수입의약품검사보고서” 발급
항구의약품검사소는 채취한 시료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표본을
추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검사작업을 완료해 “수입의약품검사보고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수입의약품검사보고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표준규정 부합
혹은 표준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또한, 수입의약품의
검사샘플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데, 보존이 어려운
샘플의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보존 기한을 파악함
-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등록검사는 NICPBP가 책임을 맡고, 등록검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사작업은 근무일 기준 60일 내에 완료해야 함.
특수 의약품 및 백신 등 제품의 검사는 근무일 기준 90일 내에 완료하면 됨.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함
수입업체가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해당 항구의약품검사소에 재검사를 신청하거나 NICPBP에 직접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재검사는 NICPBP에
신청
[ 한국 ]

○ 의약품의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식약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짐

[그림 14] 한국 의약품 수입허가신고 절차 흐름도
○ 의약품 수입 신고 및 의약품 수입품목허가·품목신고
- 의약품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영업소 및 창고,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의약품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수입의약품 통관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수입자의 경우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의 의약품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함
• 원료의약품 및 한약재를 제외한 의약품등 수입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 원료의약품 수입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여야 함
• 한약재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 한약재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함
[표 9] 한국 통관예정보고서 작성시 구비서류
수입자

수입화주

구비서류

○ 최초 수입시
- 사업자등록증
- 수입업신고증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 -- BSE
의약품등 수입자 대한 수입 품목 허가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서류)
(신고를 받은 자) ○ 반복 수입시
- 수입업 및 품목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 수입 관련 무역 제반서류(필요한 경우)
- BSE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바. 변경(추가)등록신청
[ 중국 ]

연구 개발 중이거나 제조·수입의약품의 허가인증서에 명시된 사실에 변화가
있다면 변경(추가)신청을 해야 함
1) 변경등록사항

[ 중국 ]

① CFDA 심사승인이 필요한 변경등록사항
○ 신약 허가증을 가지고 승인번호를 신청하는 의약품 제조업체

○ 의약품 상품명의 사용
○ 생약의 주요 기능, 천연물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국내에서 승인을 거친 화학
의약품,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적응증 추가
○ 용법, 용량 변경 또는 (투여경로는 변경하지 않는) 적응증 변경
○ 의약품 규격 변경
○ 처방에 제시된 약효가 있는 첨가제 변경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방법 개선 및 변경
○ 의약품 등록기준을 변경
○ 국가 약품기준 처방의 독성 약품 또는 위험약재 대체 및 감소
○ 주사제, 안약, 스프레이제제 등의 의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또는 용
기 변경, 신형의 의약품 접촉 포장재 또는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의약품의 복합포장 방법 변경
○ 신약 기술 양도
○ 생약, 천연물의약품 설명서에 생약 독성, 임상시험, 약물동력학(약력학) 등
의 항목 변경 및 추가
○ 수입의약품등록증의 등록항목(품명, 제약업체 상호, 등록주소, 사용기간, 포장규격
등) 변경
○ 수입의약품 생산지 변경
○ 수입의약품의 해외 포장업체 변경
○ 수입의약품을 중국내에서 재포장하는 경우
○ 기타
② CFDA내 기록 보관을 요하는 변경사항
○ 중국 국내 제약업체 상호 변경
○ 중국 국내 제약업체의 내부 약품생산기지를 변경
○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또는 용기 변경(주사제, 안약, 스프레이제제 등의 약품 제외）
○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사용기간 변경
○ 수입의약품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생산지 변경
○ 기준 변경 없는 수입의약품의 외관 변경
○ 국가약품기준 또는 CFDA의 요구기준에 따라 복약지도문 수정을 요할 경우

○ 수입의약품 설명서의 안전성 내용을 보충할 경우
○ 규정에 따라 수입의약품의 포장 라벨을 변경하는 경우
○ 수입의약품의 등록 대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③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의 심사승인이 필요한 변경등록사항
○ 국가약품기준 또는 CFDA의 요구기준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복약
지도문의 수정
○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설명서의 안전성내용을 보완
○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포장 라벨을 변경
○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생산지 변경
○ 기준 변경 없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외관 변경
○ 기타
[ 한국 ]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변경사유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품목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한
자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제공통기술문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한 품목은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
내용을 식약처장(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함
• 제품명(단일제로서 주성분명, 처방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원료
의약품 및 그 분량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등 기준 및 공정서에 수재된 성분이나 제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 제조방법 중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포장(직접의 용기·포장 제외)
의 변경

• 제조방법 등 중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중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
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변경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등 중 타르색소(황색 4호 제외)의 종류 변경
• 제1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의 범위 내에서
첨가제의 규격 변경
• 포장단위의 변경
•「대한민국약전」등의 개정 과정에서 쉬운 용어 또는 우리말 용어로의 표기방식
변경으로 인한 변경
• 한글 맞춤법 등 단순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변경
2)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항목
[ 중국 ]

① 의약품 승인증명서류 및 첨부자료의 복사본
② 증명서류
○ 제조업체의 경우: 의약품제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서 복사본
○ 수입업체의 경우: 외국 또는 제조국가 해당 기관의 승인서류, 위임장, 공증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 중국 대리기구의 사업자등록증
③ 복약지도문 샘플의 수정본 및 세부 수정사항 설명
④ 의약품 라벨 샘플의 수정본 및 세부 수정사항 설명
⑤ 약학연구자료
⑥ 약리독성 연구자료
⑦ 임상시험자료
[ 한국 ]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변경사유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품목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한
자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제공통기술문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품목은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3) 변경등록 승인절차
[ 중국 ]

○ 변경등록신청이 접수되면 CFDA가 신청 서류의 완전성과 진위성의 검토를
수행하게 되고 CDE가 기술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의견을 CFDA에 전달하게 됨.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CFDA가 최종 행정심사를 진행하여 허가서를 발급
하게 됨
○ 변경등록신청의 유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30 근무일
에서 120 근무일까지임
○ 변경등록승인 확정되면 의약품승인증명서가 발행되는데 원래의 의약품승인
증명서는 CFDA에 의해 무효화되게 됨

[그림 15] 중국 의약품 변경등록 승인절차 흐름도

[ 한국 ]

○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 사항의 변경절차는 원칙적으로 품목허가·품목신고
절차와 동일하며, 품목허가 사항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에, 품목신고 사항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신청함
- 변경사항에 따라 최대 120일간 심사한 후 변경 처리함
[표 10] 한국 의약품 품목신고 변경처리시간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처리 기간

의약품 품목신고 변경처리 기간

- 공정서품목 : 10일
-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66일
-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60일
- 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60일
- GMP 평가 필요 품목 : 90일(원료의약품 : 60일)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120일
- 그 밖의 품목 : 20일

-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55일
-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40일
- 의약품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40일
- GMP 평가대상 완제의약품 : 90일
(원료의약품 : 60일)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120일
- 그 밖의 품목 : 10일

부록
1.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국(SFDA)의 의약품 등록을 위한 특별 심사 및
허가 절차
2. 수입 의약품(홍콩, 마 카오, 대만 등)의 추가 변경 신청 심사
3. 수입 의약품에 대한 CFDA-추가 변경 신청서 검토 및 허가(홍콩, 마 카오,
대만 산 등)
4.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수입품(홍콩, 마카오 및 대만 포함)에
대한 검사 및 승인

첨부 1.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의 의약품 등록을 위한
특별 심사 및 허가 절차

(SFDA 법령 제21호)

2005년 11월 18일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의 집행부 회의에서 채택된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의약품 등록을 위한 특별 심사 및 허가 절차를
이에 공포하는 바이며, 이는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Shao Mingli
SFDA 청장
2005년 11월 18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의약품 등록을 위한 특별 심사 및 허가 절차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본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약품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염병
방지와 치료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약품 관리법 실시를 위한 규정, 신생 대중 건강
위험의 대비 및 대처를 위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 건강 위기상황 위험성의 효과적 방지, 시의 적절한
통제 및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제2조 의약품 등록을 위한 특별 심사 및 허가 절차는 가능한 한 대중 건강 위기
상황의 위협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또는 발생 후에 대중 건강 위기상황의 방지와
처리를 위한 의약품 승인 노력의 일환으로 단일화된 지도력, 초기 관여, 신속 및 효율
및 과학적 검토와 허가의 원칙에 따라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다루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특별한 심사와 허가를 실시하기 위한 SFDA의 절차와 요건을 가리킨다.

제3조 다음과 상황에서 SFDA는 법에 따라 대중 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해
의약품에 대한 특별한 심사와 허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위기상황의 상태를 선포하거나 국가 위원회가
어떤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 내의 지구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선언할 경우
(2) 법에 따라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비상대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경우
(3) 국가 위원회의 의약품 비축 부서 또는 보건 행정 부서가 기존의 국가 의약품
표준이 적용되는 의약품들에 대해 특별 심사와 허가를 제안했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심사와 허가가 적용될 만한 상황.
제4조 SFDA는 대중 건강 위기상황의 방지와 처리를 위해 임상시험의 심사와
허가 및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을 책임지고 있다.
어떤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는 SFDA의 위임에 의해 대중 건강 위기상황의 방지와 처리를 위해 제조 중
의약품에 대한 실사 및 시료추출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제2장 신청서 수락 및 실사
제5조 의약품 등록을 위한 특별 심사 및 허가 절차가 시작될 경우, SFDA는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의약품의 등록 신청서를 수락할 책임지게 된다.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어떤 의약품 또는 예방용 생물의약품이 중국에서
출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제출 전에 SFDA에 관련 연구와
개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의약품 등록의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과 요건에 따라서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를 관련 기술적 서류(technical dossier)와 함께 S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의약품의 등록 신청서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도 된다.
제7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타당성 평가 신청서를 일반적
정보 및 관련 설명과 함께 제출해도 된다. SFDA는 의약품 프로젝트의 과학적
논리 및 타당성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여 24 시간 안에 답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 신청서에 대한 답을 심사와 허가 의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 답이 등록 신청서의 심사와 허가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제8조 SFDA는 전문가 집단을 조직하여 대중 건강 위기상황의 방지와 처리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평가 및 검토하고 24 시간 내에 신청서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9조 등록 신청서가 수리되면, SFDA는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 24 시간 안에
기술적 심사를 하는 동시에 신청자가 거주하는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에 의약품 연구와 개발 조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고 시제품(확인필요)에 대해 시료추출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는 5일 이내에 현장 검사 결과와 관련 의견을
S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해당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는 의약품 등록, 의약품 안전 및 검사 등을 맡은 부서의 인원들로 하여금
실사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방용 생물 의약품의 실사와 시료추출에 참여할 인원을 지원해 줄 것을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통제를 위한 국가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대중 건강 위기상황의 방지와 처리를 위한 기존의 국가 표준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임상 시험의 필요가 없을 경우, SFDA이 본 절차
제6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의약품을 직접 심사 및 승인할 수도 있다.

제12조 특정 백신에 대한 등록 신청서와 관련해서, 제조 공정이나 품질 기준은
유지되었지만 제조에 사용된 원래의 종(original strain)만 변경했을 경우, SFDA
허가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제조에 사용된 변경된 종을 검증한 이후 3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장 등록을 위한 시험
제13조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가 채취한 시료를 받는 즉시, 의약품 시험 기관은 품질기준을 검증하고 시료에
대해 실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약품 시험 기관은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는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 처음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SFDA가 초기에
관여하고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통제를 위한 국가 기관을 지명함으로써 등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와 교신하여 품질 기준 검증과 실험실 시험 과정
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심각한 전염병의 유포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방용 생물의약품과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SFDA가 등록을 위한 시험과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5조 의약품에 대한 기준 검증 및 실험실 시험을 마친 후에, 의약품 시험
기관은 2일 이내로 검증 의견서를 발행하여 의약품 시험 보고서와 더불어 S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적 심사
제16조 SFDA는 대중 건강 위기상황의 방지와 처리를 위한 의약품의 등록
신청서를 수락한 후 15일 이내에, 기술적 심사를 1차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 SFDA가 추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그 내용과
일정표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보완 자료를 지정된 시간 내에 제출할 경우, SFDA 기술적 심사를
3일 안에 완료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5일 이내에 다른 심사 회의를 연 후
검토 보고서 2일 이내에 검토 보고서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임상 시험
제18조 기술적 심사가 완료될 경우, SFDA 3일 안에 행정적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SFDA가 임상시험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국은 의약품 임상시험 허가서를
발부해 주어야 한다.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첨부된 미승인
통지서를 발부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신청자가 임상 시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서류에 기재된 관련 요건에
따라서 그 시험을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약품 임상 시험은 의약품 임상 시험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임상 시험을 인증 받지 못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면,
SFDA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 받지 못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임상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의약품
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제출해도 될 것이다.
제21조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해 책임 진 조사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사례를 SFDA에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유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사관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SFDA에 월별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 SFDA는 법에 따라서,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한다.
제6장 의약품 생산에 대한 심사, 허가 및 감시
제23조 신청자는 의약품 임상시험을 완료한 후, 관련 자료를 의약품 등록 규정에
따라서 S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SFDA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기술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자가 거주하는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에 의약품 제조 조건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시제품(확인필요)에 대한 시료추출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는
5일 이내에 실사에 대한 결과와 의견을 S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신설된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새로 축조된 제조 작업장이나 새로 추가된
제형의 생산을 하는 제조업자는 SFDA에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의약품 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 등록 심사를 실시할 때,
SFDA는 즉시 품질 관리 기준 인증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약품 시험 기관은 해당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의약품 규제 부서가 채취한 3 배치의 시료를 받은 후 즉시,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시험이 완료되면 의약품 시험 기관은 2일 이내로 시험 보고서를 완료하여
S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SFDA 본 절차의 제4장에 따라서 기술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심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행정적 검사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SFDA가 의약품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내린 경우, 의약품 등록
허가장을 발부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만일 신청자가 적절한 제조 조건을 갖췄다면
의약품 허가 번호를 수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제조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면, 그 이유를 달아 미승인 통지서를 발부해 주어야 한다.
제28조 의약품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또는 의료 및 건강 기관이 특별히 승인된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의약품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심각한 의약품 유해
반응이나 연속적인 유해 반응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사례를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지방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 해당 성 내 보건 행정
부서 및 의약품 유해 반응 감시를 위한 전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약품 유해 반응 감시를 위한 전문 기관은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해 특별히
승인된 의약품을 정밀하게 감시할 제품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집된 증례기록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분석하여 해당 성, 자율 지역, 또는 중앙 정부 직할 자치단체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제 부서 및 SFDA에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SFDA 승인된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의약품이 시판된 후 이에 대한 재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보충 규정
제29조 대중 건강 위기상황을 위한 의료 기구에 대한 특별한 심사와 허가를
위한 조치는 SFDA이 본 절차의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제30조 본 절차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될 것이다.

첨부 2.
수입 의약품(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추가변경 신청 심사

2013년 12월 6일

I. 프로젝트 이름 :

II. 허가 내용

의약품 추가 변경 신청 심사

'의약품등록규정(Provisions for Drug Registration)‘ 부속서 IV에 명시된 추가변경
신청 품목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을 포함한 수입 의약품
(홍콩, 마카오 대만 수입 의약품 등)의 추가 변경 신청 심사, 즉:
신청 품목 2. 의약품의 상표명
신청 품목 3. 중국의 TCM, 화학적 제제와 생물의약품의 허가된 적응증 확대
신청 품목 4. 제형 변경 또는 적용 가능한 모집단 범위의 변경(투여 경로는 변경
하지 않음)
신청 품목 5. 의약품 기준 변경
신청 품목 6. 의약품 처방전에 요구되는 부형제의 변경
신청 품목 7.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공정의 변경
신청 품목 8. 의약품 등록 표준 변경
신청 품목 9. 중국 의약품 표준 처방전에 열거된 독성 약초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약초의 대체 또는 취소
신청 품목 10. 수입 의약품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주사제, 안과용 약제, 에어
로졸, 건식 분말 흡입제,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나 포장
용기를 변화시키는 스프레이 또는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새로운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스프레이
신청 품목 11. 의약품 혼합물의 포장 신청
신청 품목 13. 약리학 및 독성학 연구, 임상시험, 약동학 등의 품목과 같은 TCM과
천연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의 수정 또는 보강
신청 품목 14. 의약품 이름, 제조업자 이름, 등록된 주소, 의약품 유효성, 포장 기준
등과 같이 수입 의약품의 등록 증명서에 등록된 품목의 변경

신청 품목 15. 수입 의약품의 기원 변경
신청 품목 16. 수입 의약품의 해외 포장 시설의 변경
신청 품목 17. 중국의 수입 의약품의 재포장
신청 품목 18. 기타
III. 제제의 법적 근거 및 허가의 이행

'의약품관리법(Drug Administration Law)', '의약품관리법 이행 규정(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Drug Administration Law)', '의약품등록규정(Provisions
for Drug Registration)', '수입의약품 등록 갱신에 관한 고지 (Notice on the
Renewal of imported drugs registration)' (SFDA 의약품등록부(SFDA Department
of drug registration [2009] No.18)
IV. 수수료 :

없음

V. 수량 제한 :

허가 승인에 대한 수량 제한 없음

VI. 신청 서류 목록

'수입 의약품 추가 변경 신청서(Supplementary Application Form for Imported Drugs)'
자료 번호 (1) 의약품 허가를 위한 증명서류 사본과 부속서
의약품 등록 허가 서류, 의약품 변경 승인 문서, 제품명 허가 문서, 의약품 기준 고시
문서, 의약품 표준 개정 허가서, 의약품 허가 번호, 일련의 갱신 허가서(uniform
renewal approval), 수입 의약품의 등록 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 for Imported
Drugs), '의약품 등록 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 for Pharmaceutical Product)' 등.
부속서에는 의약품 표준, 제품설명서, 포장 라벨 샘플, 기타 첨부 서류 등 위에서
언급한 허가 서류의 첨부 서류가 포함된다.
자료 번호 (2) 증명서류
1. 중국에 있는 해외 제조업자의 대표 사무실이 등록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외국

기업의 사업자 주소(소재지)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of Resident Office of
Foreign Enterprise)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제조업자가 중국 기업 또는 대행사에 등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인가서
(authorization letter) 사본과 공증 받은 서류와 중국어 번역본, 중국 기업 또는
대행사의 사업자등록증(Business License)을 제공해야 한다.
2. 다른 신청 품목의 경우 '신청 서류 항목 서식(Form of Items of Application
Dossiers)'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3. 수입 의약품의 경우 신청자는 의약품의 변경을 허가하는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규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공증 받은 서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의 형식은 TCM, 천연의약품, 화학적 제제, 생물학적 제제의 신청 서류
항목에 포함된 관련 증명 서류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의약품 기준, 원산지,
의약품 제조업자의 이름, 등록된 주소의 변경을 제외하고,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법률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자료 번호 (3)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변경된 제품설명서의 견본 사본.
자료 번호 (4)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변경된 의약품 포장 라벨의 견본 사본.
자료 번호 (5) 의약품 연구 정보
등록 품목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의약품 연구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와 최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속서 1-3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자료 번호 (6) 약리학과 독성학 연구 자료
등록 품목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약리학 및 독성학 연구 자료와 필요한
중국 및 해외 연구 문헌의 일부 또는 전체는 부속서 1-3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자료 번호 (7) 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 품목에 특정한 신청 서류는 임상시험 전후에 별도로 제출
해야 하며 부속서 1-3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임상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관련 임상시험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VII. 신청 서류의 요구사항

(I) 신청 서류의 일반 요구사항
1. 신청 서류의 1페이지는 신청 품목 목록이어야 하며 이 목록은 '의약품등록규정
(Provisions for Drug Registration)'(SFDA 명령 번호 28)의 부속서 1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어야 한다. 서류의 표지에는 각각 의약품 이름과 신청 품목, 문서 항목
번호, 담당자와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신청자를 표시해야 한다.
2. 서류 일체의 모든 문서는 A4 용지에 인쇄하거나 복사해야 한다. 내용은 완전
하고 규격에 맞아야 하며 명확하고 수정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자료는 사실
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류는 포트폴리오 봉투에 넣어야 한다. 신청 분류, 등록 구분, 의약품 이름,
세트 X 의 봉투 번호, 세트에 포함된 봉투의 총 개수, 원본 또는 사본, 담당자,
등록 신청 대행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2부의 완전한 신청 서류 일체(원본 1부, 사본 1부 포함), 신청서 사본 3부
(원본 1부, 사본 2부)는 포트폴리오에 따로 동봉하여 제출한다.
5. 의약품 등록신청서와 제공프로그램 개발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Developing the Offer Program)는 웹사이트 www.cfda.gov.cn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다. 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달하고 전자판은 slzx@cfda.gov.cn
메일함에 전송해야 한다.
6. 해외 자료에 필요한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7. 제품의 이력이 있는 허가 문서와 첨부 서류는 '의약품등록규정(Provisions for
Drug Registration)'의 부속서 IV 에 따라 의약품 허가를 위한 증명서류 지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등록 갱신 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추가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의약품 추가변경신청서(Drug Supplementary Application Form)'에

관련 갱신 신청을 명시해야 하며 갱신 신청 수리 통지서(Notice on Acceptance of
the Renewal Application)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8. 신청자는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현지사무소(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의
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가 중국 기업 또는 대행사에
위탁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위탁 서류, 공증 받은 서류,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9. 신청자는 의약품의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공증 받은 서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의 형식은 TCM, 천연 의약품, 화학적 제제 및 생물의약품에 대한 신청서류
일체 항목의 관련 증명서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 규제당국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의약품 기준, 원산지,
의약품 제조업자의 이름과 등록된 주소를 제외하고, 현지 법률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II) 신청 서류의 특정 요구사항:
1. 의약품의 상호명: 상표 확인서식(inquiry form)을 제공해야 한다.
2. 중국의 TCM, 화학적 제제와 생물의약품의 허가된 적응증을 확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해당 약리학과 독성학 연구 및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치료 기간을 연장하거나 용량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TCM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신청자는 약리학과 독성학 시험 자료와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
허가 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새로운 TCM 의약품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새로운 TCM 적응증을 확대 시 투약 기간 또는 제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주 약력학 시험 자료와 문헌을 제공해야 하며 100쌍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중국내 유사품에 의해 이미 사용된 기능이나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60쌍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또는, 대안으로서 신청자는
대조약으로 적응증이 동일한 유사품을 택하여 비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적용 가능한 모집단의 제형, 용법 또는 범위가 변경되었으나 투여 경로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변경을 뒷받침하는 안전 연구 자료 또는 문헌을 제공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TCM과 천연 의약품의 주요
적응증의 경우 신청자는 100쌍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 의약품 기준 변경:
(1) 의약품 기준을 변경할 때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신청된 기준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판매되는 제품의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학적이고 타당한 필수 원칙을 따라야 한다.
b. 신청된 기준은 용법과 의약품 제형에 따라 타당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으로 최소 단일 제형보다 작지 않거나 최대 단일 제형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
c. 용법, 제형, 해당 모집단이 변경된 경우 신청자는 등록 항목 4 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임상 신청보고서 또는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
(3) 3 회 이상의 검체 배치에 대한 의약품 등록 실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5. 제형, 용법, 해당 모인구의 범위를 변경하되 투여 경로는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6. 등록 항목 7, 생산 공정이 변경되었으며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변경으로 원료의약품의 재료 주성분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TCM
재료 주성분이 변경된 경우 신청자는 약학, 약리학, 독성학 등에 대한 비교 시험과
연구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의약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목적이 각기 다른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일반적인 사례 수는 100쌍 이상이어야 한다.
7. 의약품 등록 표준 수정.
8. 의약품의 국가표준 처방전에서 독성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약초의 대체 또는
취소 시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하게 실시된 이러한 사례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신청자의 자발적 신청만 적용된다.
(1) 제제 처방전에 정해진 TCM의 해당 중국 생약의 대체제로써 허가된 TCM
약초를 사용하는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최신 제제 공정, 의약품 표준, 안정성
시험, 기타 의약품 연구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약리학, 독성학, 임상시험
자료의 제공은 면제될 수 있다.
(2) 법률 표준에 기록된 약초를 대체제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대체된
약초가 처방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신청자는 최신 제제 공정, 의약품
표준, 안정성 연구, 기타 의약품 연구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약리학,

독성학, 임상시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약초가 독성이 있으면 신청자는
독성 비교시험 자료와 필요 시, 약동학 시험 자료 등 의약품 안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대체된 약초가 처방전에
주요 위치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위의 의약품 연구 자료의 제공 이외에도
관련 제제의 유효성, 독성학, 임상 동등성 연구에 대한 비교 시험을 실시
해야 한다.
(3) 독성 약초를 제거하는 신청 시 신청자는 최신 공정 기술, 의약품 표준, 안정성
연구, 기타 의약품 연구 자료, 약리학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 약학, 약리학, 독성학 연구와 임상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약학: ① 생산 공정: 약초 대체 또는 취소 후 생산 공정은 최초 공정과 일치
해야 한다. ② 의약품 표준: 특성 확인 및 함량 결정이 대체의약품에 대
하여 수립 되어야 한다. 특이성 확인 및 함량 결정을 정립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정성 시험: 대체 의약품이
의약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정성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약리학, 독성학: 대체 후 주요 질병에 대한 약동학과 정확한 독성에 대하여
대체의약품과 최초 의약품에 대한 비교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독성
약초를 제거한 경우 변경 전후 주요 질병에 대한 주된 약력학의 비교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임상시험: 1차 적응증에 지시되어야 하며 2군의 동등성을 평가할 때 100쌍의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한다.
9. 수입 의약품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사제, 안과용 약제, 에어로졸, 건식 분말
흡입제,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를 변하게 하는 스프레이
또는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새로운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스프레이:
신청자는 3회 연속 배치, 의약품 안정성 연구의 시험 자료, 의약품과 직접 접촉
하는 포장재와 포장 용기의 선택 근거와 품질 표준에 대한 검체 실사 보고서만
제공할 수 있다.
10. 적응증, 용법, 제제, 기타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을 제외하고, TCM과 천연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의 약리학, 독성학, 임상시험에 대한 시험 항목의 수정 또는
추가에 적용된다.
11. 수입 의약품의 등록증명서의 등록 항목 변경: 신청자는 의약품의 변경을
허가하는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공증 서류,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12. 수입 의약품의 원천 변경: 신청자는 의약품의 변경을 허가하는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규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공증 서류,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13. 수입 의약품의 해외 포장 시설의 변경:
(1) 의약품의 변경을 허가하는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공증 서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의약품 포장 시설의 GMP 적합성을 입증하는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각각 발행한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3)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포장 용기의 선택 근거와 품질 표준, 의약품
안정성 시험 자료, 보조포장(sub-packaging) 공정, 3 회 연속 배치에 대한
검체 실사 보고서만 제공해야 한다.
14. 중국의 수입 의약품 재포장:
(1) 수입 의약품의 재포장 계약을 체결한다(수입 의약품의 상표 사용 권한 포함).
(2) 보조포장 공정,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용기의 선택 근거와 품
질표준만 제공해야 한다.
(3) 수입 의약품 공유 자료의 원료 포장 기준에 대한 등록 신청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4) 보조포장(sub-packaging) 신청은 성식품약품관리국(provinci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5) 보조포장된 의약품의 해당 변경에 대한 신청은 성식품약품관리국(provinci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VIII. 신청 절차 도표

기술 심사에 요구되는 항목:

IX. 허가 절차

(I) 접수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제출된 서류 일체가 이 통지서의 VI에 명시된 목록에 따르면 센터 직원이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 품목이 법률에 따라 행정 허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 반려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 항목이 행정 당국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 반려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자는 관련 행정 당국에 신청을 시작하라는 통보를 받아야 한다.
신청 서류 일체에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즉시 수정
하도록 허용되어야한다.
신청 서류 일체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형식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한 번 보완 및 수정하라는 통보를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상기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서류의 접수일자부터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신청 서류가 행정 당국의 직무에 포함되고,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법으로 정한
형식에 일치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행정 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보완

서류와 수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행정 허가 신청이 수리되어야 한다.
(II) 의약품 등록 실태조사(요구되는 경우)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가 신청을 접수
하면, FDA는 NIFDC에 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 또는 심사 관련 문제를
결정할 것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접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NIFDC는 검체 시험과 표준 검토는 85일의 시한이 있으며, 특수 의약품과
백신 제품의 실사는 115일의 시한이 있으며, NIFDC 실사 기간은 CFDA 심사
와 기술검토 기간과 병행하며, 특정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NIFDC는 정보와 검체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기관(drug control
institution)에 등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무 의약품 관리기관은
서류 일체, 검체, 관련 표준물질을 접수 후 60일 이내에 등록 실태조사를 완료
하여 보고서를 NIFDC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 의약품과 백신 제품의 의약품 표준에
대한 검체 시험과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다. 등록 시험 보고서와 수입
의약품 등록 표준을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전문가들에 의한 기술 심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의견에 따라 재심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III) 기술 심사(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록과 더불어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는 의약품 등록과 같이 전체적인
기술심사 시 의약품 평가를 위해 CFDA 센터에 신청 서류 일체를 이전해야 한다.
CDE는 관련 원칙에 따라 40 일 이내에 기술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강해야 할
신청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4 개월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 자료 통지서(notice for supplementary information)를 발행해야 하며, 그 후
CDE는 추가 변경자료(Supplementary Information)에 대한 심사를 13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IV) 행정 심사 및 허가에 대한 결정
CDE에서 완료한 기술 심사 자료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CFDA는 허가 취득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결정권자(competent
leader)의 동의를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다.

(V) 전달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는 행정 심사 및 허가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VI) 심사
CFDA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행정적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앞서
결정을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CFDA에 이유를 설명하고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재심사의 내용은 최초 신청 항목과 최초 신청 서류 일체에만 국한
되어야 한다.
CFDA 는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5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본래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CFDA는 반복되는 재심사 신청을 더 이상 접수
하지 않아야 한다. 재심사에 기술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최초 신청 시한 이내에
CFDA는 관련 전문가와 기술전문가에게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X. 기간

(I) 기술 심사가 필요한 추가 변경 신청
행정 허가 취득 결정은 신청 접수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기술 심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CFDA는 심사 및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CFDA가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결정권자(competent leader)의 동의를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위의 기간은 신청자가 정보를 추가 변경하고 추가 변경한
정보를 재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II) 기술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추가 변경 신청
행정 허가 취득 결정은 신청 접수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기술 심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CFDA는 심사 및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CFDA가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결정권자(competent leader)의 동의를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위의 기간은 신청자가 정보를 추가 변경하고 추가 변경한
정보를 재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XI. 허가증 유효성과 갱신

추가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증(approval certificate)의 유효성은 최초 증명서의
유효성과 동일하며 이 두 증명서는 유효일자 만료 시 같이 갱신 신청해야 한다.
XII. 허가증의 연간 실사 또는 연간 심사:

없음

XIII. 이행 당국

이행 기관: CFDA
접수 수리처: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
XIV. 문의 및 불만 접수 기관

문의: CFDA
불만: CFDA 조사 및 집행국(CFDA Bureau of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법무부(Department of Legal Affairs)
참고: 이 지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계산한다.

첨부 3.
수입 의약품에 대한 CFDA-추가 변경 신청서 검토 및 허가
(홍콩, 마카오, 대만산 등)

I. 프로젝트 이름 :

2013-12-06

수입 의약품 등록

II. 허가 내용

수입 의약품에 대한 CFDA-추가 변경 신청서(홍콩, 마카오, 대만산 등)의
분류는 “의약품 등록 규정”의 부록 IV의 21, 23, 24, 25, 26, 27, 28, 29번 추가
변경 신청서 항목을 따라야 한다:
21. 의약품과 바로 접촉되는 포장 재료 혹은 용기 변경(CFDA에서 허가한 추가
변경 신청서 항목 10번 제외).
23. 수입 의약품 및 원료(preperation)에 대한 API의 생산지 변경.
24. 의약품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수입 의약품의 외양 변경.
25. 국내 의약품 기준 혹은 CFDA 조항의 요건에 따라 수입 의약품의 사용
설명서 수정.
26. 수입 의약품의 사용 설명서의 안전 항목 변경 및 개선.
27. 필요 시 수입 의약품의 포장 라벨 변경.
28. 수입 의약품의 의약품 등록 신청 에이전시 변경.
29. 기타
III. 취득 근거

‘의약품 관리법(Drug Administration Law)', ’의약품관리법 이행 규정 (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Drug Administration Law)', '의약품등록규정 (Provisions
for Drug Registration)', '수입 의약품 갱신에 관한 문제점 고시(Notice on
Matters Relating to the Renewal of imported drugs registration)' (SFDA
의약품등록부(SFDA Department of drug registration) [2009] No.18)

IV. 수수료:

없음

V. 수량 제한:

허가증 취득에 대한 수량 제한 없음

VI. 신청 서류 목록:

'수입 의약품 추가 변경 신청서(Supplementary Application Form for Imported Drugs)'

자료 번호 (1) 의약품 허가를 위한 증명서류 사본과 부속서
의약품 등록 허가 서류, 의약품 변경 승인 문서, 제품명 허가 문서, 의약품 기준 고시
문서, 의약품 표준 개정 허가서, 의약품 허가 번호, 일련의 갱신 허가서(uniform
renewal approval), 수입 의약품의 등록 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 for Imported
Drugs), '의약품 등록 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 for Pharmaceutical Product)' 등.
부속서에는 의약품 표준, 제품설명서, 포장 라벨 샘플, 기타 첨부 서류 등 위에서
언급한 허가 서류의 첨부 서류가 포함된다.
자료 번호 (2) 증명서류
1. 중국에 있는 해외 제조업자의 대표 사무실이 등록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외국
기업의 사업자 주소(소재지)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of Resident Office of
Foreign Enterprise)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제조업자가 중국 기업 또는 대행사에 등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인가서
(authorization letter) 사본과 공증 받은 서류와 중국어 번역본, 중국 기업 또는
대행사의 사업자등록증(Business License)을 제공해야 한다.
2. 다른 신청 품목의 경우 '신청 서류 항목 서식(Form of Items of Application
Dossiers)'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3. 수입 의약품의 경우 신청자는 의약품의 변경을 허가하는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규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공증 받은 서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의 형식은 TCM, 천연의약품, 화학적제제, 생물학적제제의 신청 서류
항목에 포함된 관련 증명 서류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의약품 기준, 원산지,

의약품 제조업자의 이름, 등록된 주소의 변경을 제외하고,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규제기관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법률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자료 번호 (3)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변경된 제품설명서의 견본 사본.
자료 번호 (4)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변경된 의약품 포장 라벨의 견본 사본.
자료 번호 (5) 의약품 연구 정보
등록 품목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의약품 연구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와 최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속서 1-3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자료 번호 (6) 약리학과 독성학 연구 자료
등록 품목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약리학 및 독성학 연구 자료와 필요한
중국 및 해외 연구 문헌의 일부 또는 전체는 부속서 1-3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자료 번호 (7) 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 품목에 특정한 신청 서류는 임상시험 전후에 별도로 제출
해야 하며 부속서 1-3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임상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관련 임상시험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VII. 신청 서류의 요구사항

(I) 신청 서류의 일반 요구사항
1. 신청 서류의 1페이지는 신청 품목 목록이어야 하며 이 목록은 '의약품등록규정
(Provisions for Drug Registration)'(SFDA 명령 번호 28)의 부속서 1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어야 한다. 서류의 표지에는 각각 의약품 이름과 신청 품목, 문서 항목
번호, 담당자와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신청자를 표시해야 한다.
2. 서류 일체의 모든 문서는 A4 용지에 인쇄하거나 복사해야 한다. 내용은 완전

하고 규격에 맞아야 하며 명확하고 수정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자료는 사실
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류는 포트폴리오 봉투에 넣어야 한다. 신청 분류, 등록 구분, 의약품 이름,
세트 X 의 봉투 번호, 세트에 포함된 봉투의 총 개수, 원본 또는 사본, 담당자,
등록 신청 대행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2부의 완전한 신청 서류 일체(원본 1부, 사본 1부 포함), 신청서 사본 3부
(원본 1부, 사본 2부)는 포트폴리오에 따로 동봉하여 제출한다.
5. 의약품 등록신청서와 제공프로그램 개발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Developing the Offer Program)는 웹사이트 www.cfda.gov.cn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다. 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달하고 전자판은 slzx@cfda.gov.cn
메일함에 전송해야 한다.
6. 해외 자료에 필요한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7. 제품의 이력이 있는 허가 문서와 첨부 서류는 '의약품등록규정(Provisions for
Drug Registration)'의 부속서 IV 에 따라 의약품 허가를 위한 증명서류 지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등록 갱신 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추가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의약품 추가변경신청서(Drug Supplementary Application Form)'에
관련 갱신 신청을 명시해야 하며 갱신 신청 수리 통지서(Notice on Acceptance
of the Renewal Application)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8. 신청자는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현지사무소(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의
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가 중국 기업 또는 대행사에
위탁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위탁 서류, 공증 받은 서류,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9. 신청자는 의약품의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공증 받은 서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의 형식은 TCM, 천연 의약품, 화학적 제제 및 생물의약품에 대한 신청서류
일체 항목의 관련 증명서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조국 또는 제조 지역의
의약품 규제당국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의약품 기준, 원산지,
의약품 제조업자의 이름과 등록된 주소를 제외하고, 현지 법률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II) 신청 서류의 특정 요구사항
1. 국내 의약품 기준 혹은 중국 의약품 및 의약품 투여 기준에 따라 사용
설명서를 수정한다
(1)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CFDA 발행 신규 국내 의약품 기준
혹은 서류 명시
(2) 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개정된 사용설명서의 견본 원고
2.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안전 유의사항 확대 및 개선
(1) 유해반응, 사용금지, 유의사항, 약리 및 독성 정보 갱신, 약동학 항목
보강만 허용된다. 적응증 혹은 기능, 용법, 용량, 기타 항목과 같은 신청
범위의 확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정된 사용 설명서의 견본 원고.
3. 포장 라벨 수정
(1) 필요시 의약품 사용 설명서의 변경에 대해 관련 조항 및 문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정된 의약품 사용 설명서의 견본 원고.
4. 수입 의약품 등록 기관 변경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pharmaceutical manufacturer)로부터 새로운 중국
등록기관으로 위탁 서류, 관련 공증 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 중국 신약 등록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초 등록된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에
대한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 철회 증명서, 관련 공증 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 제공
VIII. 신청 절차 도표

IX. 허가증 취득 절차

(I) 접수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가 본 통지서의 VI에 명시된 목록과 일치할 경우. 센터
직원이 형식 심사를 실시한다. 신청 품목이 법률에 따른 행정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 반려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 품목이 행정 당국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 반려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 당국에 신청하라는 통보를 해야 한다. 신청 서류에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즉시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신청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보완 및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상기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서류의 접수일자에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신청 서류가 행정 당국의 직무에 포함되고,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법률에 규정된 형식에 일치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행정 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보완 서류와 수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행정 허가 신청이
수리되어야 한다.
(II) 의약품 등록 심사(요구되는 경우)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가 신청을
수리하면, CFDA는 NIFDC에 등록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 또는 심사 관련 문제를
결정할 것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수리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NIFDC는 85일의 시한 이내에 표본을 시험하고 기준을 검토해야 하며, 특수
의약품과 백신 제품은 115일의 시한 이내에 검사해야 한다. NIFDC 검사 기간은
CFDA 심사 및 기술 검토 기간과 동시에 진행되며, 특정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NIFDC는 정보 및 표본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기관(drug control
institution)에 등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무 의약품관리기관은

서류, 표본, 관련 주성분의 접수 후 60일 이내에 등록 검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NIFDC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 의약품과 백신 제품의 의약품 기준에 대한 표본
시험과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다. 등록 시험 보고서와 수입 의약품
등록 기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전문가들에 의한 기술 심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의견에 따라 재심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III) 기술 심사(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록과 더불어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는 의약품 등록과 함께 전반적인 기술 심사를 위한 의약품 평가를
위해 CFDA 센터에 신청 서류를 이전해야 한다. CDE는 관련 원칙에 따라 40일
이내에 기술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강해야 할 신청 서류가 있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자료를 추가 변경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추가 변경 자료 통지서(notice for
supplementary information)를 발행해야 하며, 그 후 CDE는 추가 변경 자료
(Supplementary Information)에 대한 심사를 1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IV) 행정 검토 및 허가에 대한 결정
기록 정보의 수령 시, 20일 이내에 CFDA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결정권자(competent leader)의 동의를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다.
(V) 전달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는 행정심사
및 허가에 대한 결정일자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VI) 심사
CFDA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행정적 재고 또는 행정소송에
앞서 결정을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CFDA에 이유를 설명하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의 내용은 최초 신청 항목과 최초 신청 서류에만 국한
되어야 한다.

CFDA는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5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래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CFDA는 반복되는 재심사 신청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재심사에 기술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최초 신청 시한 이내에 CFDA는 관련
전문가와 기술전문가에게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X. 승인기간:

행정 허가 결정은 신청 수리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기술심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CFDA는 심사 및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CFDA가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결정권자(competent leader)의 동의를 받아 10일 연장
할 수 있다). 위의 기간에는 신청자가 정보를 보완하고 보완 정보를 재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XI. 허가증 유효성과 갱신

허가증에 대한 허가 서류 없음

XII. 허가증의 연례 검사 또는 연례 심사:

없음

XIII. 이행 당국

이행 기관: CFDA
접수 수리처: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Administrative Acceptance Service Center)
XIV. 질의 및 불만 접수 기관

질의: CFDA
불만: CFDA 조사 및 집행국(CFDA Bureau of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법무부(Department of Legal Affairs)
참고: 이 지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계산한다.

첨부 4.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수입품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포함)에 대한 검사 및 승인

2012 년 11 월 05 일 발부
I. 프로젝트 명 :

마약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에 대한 시험 및 승인

II. 허가 내용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수입(홍콩, 마카오 및 대만 포함) 승인
등록중인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PMC"라고 함)의 제품 카탈로그
관리
(I) 주입 병(가방, 필름 및 부속품)
(II) 앰플
(III) 약용(주사제, 경구용 또는 국소용 약제) 병(튜브, 캡)
(IV) 약제 마개
(V) 약제 미리 채워진 주사기
(VI) 약용 눈(코, 귀) 병(튜브)
(VII) 약용 경질 판(필름)
(VIII) 약용 알루미늄 호일
(IX) 약용 연고(상자)
(X) 약액 분무(기체) 에어로졸 펌프(밸브, 탱크, 실린더)
(XI) 약용건조제
III.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시행 규칙》,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관리 규정》
IV. 요금 :

무료

V. 수량 제한 :

라이센스에 대한 수량 제한 없음

VI. 신청 서류 목록

《포장재와 의약품 용기 수입 등록 신청서》
자료 번호 (1) 제조자의 법적 생산 자격 서류, 공증 된 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
자료 번호 (2)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의 중국 대리인 위탁은 위탁 서류, 공증 서류
및 중국어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 제약 회사의 중국 영주권 대리인의 중국
대리인 영업 허가증 또는《중국 내 외국기업 상주 등록 증명서》
자료 번호 (3) 응용 제품의 해외 생산, 판매와 응용에 대한 중국에서의 등록 신청의
특별한 이유 검토
자료 번호 (4) CFDA 가 설정하거나 결정한 의약품 포장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3 개의 일괄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보고서
자료 번호 (5) 청정실(지역) 청결 검사 보고서 및 3 배치의 자체 시험 보고서
자료 번호 (6) 응용 제품의 제형 보고서
자료 번호 (7) 응용 제품의 생산 공정 및 주요 생산 및 시험 장비의 상세 보고서
자료 번호 (8) 응용 제품의 품질 기준 보고서
자료 번호 (9) 의약품과 함께 포장재의 안정성 시험(약물 적합성 시험)에 관한 연구 자료
자료 번호 (10) 제품 생산 공장 및 청정실(면적) 평면도.
상기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사항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관리
규정》의 부속서 III 에 설명되어있다.

VII. 신청 서류의 요건

(I) 신청 서류의 일반 요구 사항
1. 신청 서류 의 첫 페이지는 신청서 항목이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관리 규정》(CFDA 주문 번호 13)의 부속서 III 에 명시된 순서대로 정렬
되어야 한다. 각 데이터는 표지에 PMC 이름, 데이터 항목 번호, 항목 이름,
신청자의 연락처 이름, 전화 번호,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서류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거나 복사해야 하며, 내용은 명확하고,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정보는 완전하고 표준화 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진실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3. 서류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 포트폴리오로 묶여야 한다.
신청 분류, 등록 카테고리, PMC 이름, X 세트/ X 봉지/ X, 원본/사본, 연락
담당자, 전화 번호 및 등록 신청 기관.
4. 신청서 2 세트(원본 1 세트, 사본 1 세트), 신청서 3 부(원본 2 부, 사본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5.《PMC 등록 신청서》: CFDA 웹사이트(www.cfda.gov.cn) 에서 다운로드 한다.
"제안 프로그램 개발 신청서"는 인쇄 및 제출을 위해 필요에 따라 기입한다.
6. 신청 서류의 제출 또는 우편물과 함께, 전자 버전은 전자 우편 slzx@cfda.gov.cn
으로 다음 관리 센터로 보내야한다.
7. 전자 신청서와 종이 신청서의 양식과 데이터는 일치해야 한다.
8. 모든 신청 자료는 중국어와 영어 번역본, 그 외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중국어 번역은 원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II) 신청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1.《PMC 등록 신청서》: 모든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감(있을 경우)을 포함한 설명
메모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2. 증명 서류
(1) 제조업 자의 법적 생산 자격 서류, 공증 된 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
신청자는 원산지 정부 부처가 발행 한 증명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승인해야 한다. PMC(중국어 영업 허가증, 생산 허가증 또는 등록

증명서 등),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 한 공증 된 서류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
만약 상기 언급된 특별 승인 서류가 원산지 정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보는 관련 정보의 설명 후에 제출 할 필요는 없다.
(2) 원산지의 공증 사무소에서 발급 한 공증서 원본과 등록 신청서 및 원산지
및 중국어 번역본을 해외 제조 업체에서 중국 기관에 위탁 한 원본
(3) 중국 국내 기관의《공업상업면허》 또는 《등록 외국 기업의 중국 상주 대표
사무소 증명서》
3. 응용 제품의 해외 생산, 판매 및 응용 및 중국에서의 등록 신청에 대한 특별한
이유 검토
4. 검사 보고서
(1) CFDA 가 설정하거나 결정한 약물에 대한 PMC 검사 기관이 발행 한 응용
프로그램의 3 회분의 품질 검사 보고서 원본, 기술적 검토 과정 후에 별도로 제출
할 수 있다.
(2) 신청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청정실(지역) 청결 검사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적용 제품 3 배치에 대한 자체 시험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5. 품질 표준
약물 PMC 의 품질 표준이 새로운 표준 또는 기업 표준인 경우 표준 초안 작성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자료는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 관리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III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VIII. 신청 절차 도표

IX. 허가 절차

(I) 허용
신청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에 응용 프로그램이 접수 제 6 조, 접수 센터 직원
검토 신청 자료 양식에 명시된 《공지 사항》의 목차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항목이 법률에 따라 행정 심사 및 승인의 대상이 아닌 경우, 비승인
결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 항목이 행정 당국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즉시 비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관련 행정 기관에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신청 서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자는
그 경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는 현장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충
하거나 교정하도록 해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서류는 수령일로부터
수락 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 기관의 위임 사항 내에서의 신청 서류, 신청 자료
완료, 법적 양식 준수, 또는 신청자가 행정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신청
자료를 제출 한 경우, 신청서는 행정 심사 및 승인을 위해 받아 들여진다.
(II) PMC 등록 검증
신청자는 CFDA 가 정하거나 결정한 PMC 검사 기관에 3 회 연속 뱃지(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PMC 검사 기관은 등록 통보 및 시료 채취, 시험 성적서 발급
및 CFDA 제출 후 60 일 이내에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CFDA 는 수입 의약품
PMC 와 생산 조건의 개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샘플을 채취 할
수 있다.
(III) 기술 검토
CFDA 는 시험 보고서 및 의견을 수령 한 후 90 일 이내에 보고서 및 조직의
기술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CFDA 는 필요한 추가 정보를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4 개월 이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번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검토 신청을 할 수 없다.

(IV) 행정 허가 결정
CFDA 의 승인은 기술 검토 완료 후 2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관할 국의
승인을 20 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10 일 동안 연장 할 수 있다. 규정에
준수한 경우 《수입의약품 포장 등록 카드》 발행, 규정을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승인의견 통보》가 발급된다.
(V) 배송
행정 심사 및 승인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CFDA 행정 서비스 센터는 신청자
에게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VI) 재검토
신청자가 비승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비승인 결정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CFDA 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의 내용은 원본 신청서와 원본 서류 및
제출 된 샘플로 제한된다.
CFDA 는 재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50 일 이내에 재검토 결정을 내린다. 재심사 후
원래의 비승인 결정이 취소 된 경우 적절한 PMC 승인 문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최초의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재검토를 위한 반복적인 신청은 CFDA 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X. 허가 기간

행정 허가 결정은 수락 한 날로부터 17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주: CFDA 는
기술 검토 완료 후 20 일 이내에 시험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하며, 20 일 이내에
완료 할 수 없으면, 10 일 연장 할 수 있다. 이 10 일 연장 신청은 국무원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의 기간에는 자료 보완 및 해당 검토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XI. 면허 유효 기간 및 갱신

"수입 PMC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등록증 만료 시에도 수입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XII. 면허 연간 검사 또는 연간 검토 :

없음

XIII. 시행 기관

시행기관 : CFDA
접수장소 : CFDA 행정 서비스 센터에 접수
XIV. 문의 및 불만 제기 기관

문의 : CFDA
불만 사항 : CFDA 조사 및 집행국, 법무부
주 : 이 통지서는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