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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중국 의약품 시장의 급성장
- 중국은 13억5천만 인구를 보유한 세계 제일의 인구대국이고, 경제발전 속도도 빨
라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2007년 $79 billion에서 2011년 $225 billion으로 성장

[그림 1] 중국 의약품 시장의 성장
자료: GlobalData, CountryFocus: Healthcare,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Landscape - Chin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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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의약품 시장이며 2020년 세계
2대 의약품 시장으로 부상 전망(IMS컨설팅)
- 다음과 같은 요인이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켜 의약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자녀 정책, 평균수명의 증가로 총 인구에서 60세 이상 노령층 비율이 2000
년 10%에서 2020년 1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2] 중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
자료: GBI Research, China Pharmaceutical Market Outlook - Government Incentives, Healthcare Reform and a
Rapidly Ageing Population Provide Strong Stimulus for Growth(2013)

∙2012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처음으로 넘어
서고, 향후 5년간 도시 인구가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시
화가 꾸준히 향상(world bank)
∙비만인구가 2005년에 34%에서 2015년에 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
성의 52.9%가 흡연중이고, 31.9%가 술을 마시는 등 서구화에 따른 성인병 발
병 가능성 증대
◦의약품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의 주된 무역상대국으로 2012년 무역액을 보면,
- 수출은 $137 million(원료 $71 million, 완제 $66 million)로 일본 베트남에 이어 우
리의 3번째 수출 대상국
- 수입은 $455 million(원료 $380 million, 완제 $75 million)로 미국, 일본, 독일,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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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이어 5번째 수입국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장임
◦우리 제약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하고 있음
- 중국 의약품 시장은 급성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장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매우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우리 기업들도 현지 법인 설립, 공장 건설, 판매망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제약 산업의 특성과 무역장벽
- 의약품은 인간의 건강에 직결되는 관계로 국가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규제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가격 또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가
를 관리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임
-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러한 제한은 상당히 복잡하여 사실상 외국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 제약산업 환경의 시대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1970년대 말 등소평의 개혁개방(open door policy) 추진 이후 다국적제약사 생산시
설 이전, R&D 아웃소싱 등 시작
- 1993년 지적재산권제도 시행
- 2002년 WTO 가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등 의약품 관리제도에 근본
적 변화
∙신약의 정의가 중국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약품에서 중국 국경 내에서 판매
되지 아니했던 약품으로 개정
∙수입의약품관리규정을 약품등록관리방법에 통합하여 수입약품을 국산약품과
동일한 관리범주에 포함
∙수입약품등록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중국내 생산제품과 같은
5년으로 연장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위탁하여 약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2004년 GMP가 전면 의무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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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 필요
- 한미 FTA로 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복제의약품 중심의 우리 제
약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FTA로 인한 산업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은 생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 공유를 목적으
로 하는 여려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천연물 신약 등으로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본 보고서를 통한 중국 제약산업 정책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우리 제약기업들에게 중국 당국의 의약품 정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한중FTA를 필두로, 양국간 의약품 관련 통상 협상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충분
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함

제1장 서론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등록·지식재산권·약가·보험·조달·유통 등 제약산업의 가치사슬별로 주요 규정, 제
도 및 관련 기관 조사
- 중국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제도를 중심으로 연
구하되, 지엽적인 부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되어 중국에서 의약품 사업 수행을 위
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음
◦의약품 등록제도의 경우 전반적 절차에 대해 연구하되, 외국계 기업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임상시험 부분과 최신 의약품 등록의 동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함
- 의약품 등록 절차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입화학의약품의 등록절차를
중심으로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조사
-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주된 불만사항이 되고 있는 외국의 임상
시험 자료 인정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 최근 등록된 주요 의약품, 약품 유형별 등록 신청 접수 현황, 심사 대기기간 등을
통해 최신 의약품 등록 동향을 분석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경우 특허에 의한 보호 외에 약사법령상 특수한 보
호제도, 중약 등 생물자원 관련 보호제도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강제
실시권에 대해 연구를 수행함
- 약사법령상의 자료독점권, 사실상의 판매독점권 및 특허권의 의약품 등록과의 관
계에 대해 조사
- 중약 산업의 간략한 현황과 중국 내 생물자원 보호 동향 및 최신의 관련 지식재산
권 보호제도 동향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
- 최근 중국정부가 강제실시권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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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험급여 및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기본약물제도, 3대 공공 의료보험,
보험약품목록 및 약가결정·관리제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함
- 국가기본약물제도에 대한 소개와 보험약품목록과의 비교 그리고 국가기본약물의
발전전망에 대해 조사
- 도시 근로자 및 도시농촌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3대 보험제도와 보험급여가 이
루어지는 약품목록에 대해 조사하고 보험약품목록 등재에 따른 기업영향 및 목록
갱신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
- 약가 결정의 기본 메커니즘과 약가관리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특히 약품무가
격차정책에 대해 조사
◦통관·유통 및 조달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의약품
가격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심층적으로 분석
- 통관제도는 의약품 수입을 규제하는 약품수입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조사
- 유통 부분은 중국 의약품 유통채널에 대해 조사하되, 유통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
향 및 최신 의약품 유통업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
- 조달제도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의약품 구매에 활용되는 집중 입찰구매
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마지막으로 중국 의약품 시장 내에서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 분석함
- 미국·EU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정부·관련단체
보고서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파악함
-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현황은 수출입 현황 및 혁신형제약기업의 중국 내 법인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구체적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실시함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제약산업의 가치사슬별 법령·통계자료·관련 보고서를 통한 문헌연
구를 중심으로 수행함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 현황은 산업 보고서 및 외국 정부유관기관의 무역관련
보고서를 통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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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약기업들의 중국 진출현황을 분석하고자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혁신형
제약기업 현황 분석 및 중국 현지 방문을 통한 직접조사를 수행함
◦문헌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사례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기수집된 자료에 더해서 신문기사·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심층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를 수행함
<표 1> 연구의 방법

다국적기업의
진출 현황 조사

기초자료 수집

▫담당기관
▫법령
▫정책

⇨

▫산업보고서
▫무역관련 보고서

중국 현지 방문 조사
⇨

▫현지 법인
▫현지 전문가

심층연구
⇨

▫기수집 자료
▫신문기사
▫심층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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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약품 관련 규정 및 기관

1. 의약품 관련 규정

◦약품등록관리 법규
- 국가법률: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 药品管理法, 主席令第45号): 약
품, 생산기업 관리, 약품 관리, 약품 포장관리, 약품 가격 및 광고 관리, 약품감
독 등 10장 106조로 구성
-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国务院令第360号): 약품 생산기업 관리, 약품 경영기업 관리, 의료기관의 약
재관리, 약품관리, 약품포장 관리, 약품가격과 광고의 관리, 약품감독, 법률책
임, 부칙 등 총10장 86조로 구성
- 부처규장: 약품등록관리방법, 중약등록관리보충규정, 신약등록특수심사비준관리
규정, 중국약전
∙약품등록관리방법(药品注册管理办法,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令第28号): 약
물임상시험, 신약의 신고 및 심사비준, 제네릭 신고 및 심사비준, 보충신청의
신고 및 심사비준, 약품등록검험, 부칙 등 총15장 177조항으로 구성
∙중약등록관리보충규정(中药注册管理补充规定, 国食药监注[2008]3号): 중약
등록관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중약 복합처방 제제의 분류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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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응하는 기술요건을 조정 1234 abcd ABCD
∙신약등록특수심사비준관리규정(新药注册特殊审批管理规定,国食药监注
[2009]17号): 신약이 특수심사비준 대상일 경우에는 ‘특수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으며, 전문창구, 심사인원 조기 개입, 보충서류 수정허가, 우선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규범적 문건: 약품비임상연구품질관리규범, 약품임상실험관리규범, 약품생산품
질관리규범,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 약품심사평가 심사비준품질관리규범
◦수입관리 법규
- 약품수입관리규정(药品进口管理办,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令第4号): 약품의 수
입신고․수리(進口備案)와 통관절차 및 항구에서의 검사업무를 규범화하고 수입
약품의 품질을 보증
- 약품수입등록업무지침(关于实施《药品进口管理办法》有关事宜的通知 附件8):
각 항구약품감독관리국의 업무절차, 업무내용, 업무기준을 규범화하여 약품수입
등록업무의 수준과 효율성을 확보
- 수입의약품 표본추출 규정(进口药品抽样规定): 항국 약품검사소는 수입약품표본
추출규정에 따라 현장 표본추출을 시행
◦유통·조달 관리 법규
-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 国家药品监督管理局令第20号):
약품의 품질관리 강화, 약품경영행위규제, 인체용의약품의 안전 유효 보장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2011年修订), 国家发展和改革
委员会、商务部令第12号)
- 중화인민공화국경매입찰법(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主席令第二十一号): 중
국의 의약품 조달 제도의 기본적인 규제 법규
- 의료기관에서의CBP사업규범(医疗机构药品集中招标采购工作规范, 卫规财发〔200
1〕308号): 2001년 11월 6개 조달기구가 공동으로, 여러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규정
한 의료기관에서의 CBP 운영 절차를 발표. 2010년 《医疗机构药品集中采购工作规
范》, 卫规财发〔2010〕64号로 수정되었음
◦필수의약품·보험 관리 법규
- 국가기본약품목록(国家基本药物目录(2012年版, 卫生部令第93号): 정부가 현재
임상에 적용하는 각종 약품 중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선별한 대표적인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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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록을 말하며, 국가는 해당 약품의 생산과 공급, 사용에 있어 타 약품에 비해
우선 적용을 보장
-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와 생육보험 약품목록(国家基本医疗保险、工伤保
险和生育保险药品目录(2009), 人力资源社会保障部): 국가에서 기본적인 의료
약물사용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약물비용을 통제하고, 기본의료보험 약물사용
범위에 대한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
- 정부의 약품 가격 책정 방법(药品政府定价办法, 计价格[2000]2142号):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주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관리
- 화학약품가격 단독책정 신청평가 지표체계(化学药品单独定价申报评审指标体
系): 기업의 종합적인 현황, 생산과정, 약품 품질, 치료효과 및 안전성, 비용, 원가
및 가격, 약품가격 단독책정 수준의 합리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규정
- 약품의 정부 책정가격 신고와 심사 비준 방법(政府药品价格申报审批办法): 최초
출시 및 판매되는 약품, 시판중인 약품, 특허약품, 신약 등의 정부 정가를 확정하
는 방법에 대해 규정
- 약품 가격 검측방법(药品价格监测办法):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국 약품가격
검측 업무를 통괄해서 지도·배정한다고 규정
◦지식재산권 관리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主席令第八号): 우리의 특허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의약품의 경우 크게 신규화합물·약물조합물에 대한 상품발명
(商品發明)과 생산기술·제법·용도에 대한 방법발명(方法发明)에 대해 전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2013修正)): 상표권은 TRIPS의
요구에 맞게 보증상표(保证商标), 단체상표(集体商标), 입체상표(立体商标) 등에
부여
-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로 의약품 분야에서는 중약의
생산·배합기술 등에 주로 활용
- 중약품종보호조례(中药品种保护条例, 国务院令第106号): 중약에 대한 보호등급
을 통해 보호기간 동안 중약보호품종증서를 획득한 기업에 생산 독점권을 부여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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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관련 기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
- CFDA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약품의 등록 업무를 관장하며 약물의 임상시험, 약
품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한 심사 승인 책임을 짐
- 약품화장품등록관리사(药品化妆品注册管理司) : 등록신청 약품의 신청을 수리,
심사평가 임무를 하달, 등록을 비준, 증서를 발급, 전반적인 등록업무 진행에 대
해 감독관리 진행
- 약품심사평가센터(总局药品审评中心, CDE) : 등록신청에 대한 기술심사평가기
구, CFDA의 지도아래 약품에 대한 기술심사평가업무를 전담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中国食品药品检定研究院, NIFDC) : 약품의 등록 심사
검증 및 그에 따르는 기술 점검 업무와 수입약품의 등록 검증 및 품질표준 점검
업무 수행
- 약품검역소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의 지휘 아래 수입약품의 실험실 기술점검
업무를 전담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 의약품 정책과 국가기본약품목록 관리.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
- 모든 농촌 거주민의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신형농촌합작의료(新型农村合作医疗)
제도를 관리
- 약품집중입찰구매(CBP)를 통한 의약품의 조달을 주관. 의료기관들의 활동을
감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과 노동자를 제외한 도시거주
민의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도시거주민기본의료보험(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을
관리
-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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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등재 약품의 가격책정, 제약회사의 가격 상향 신청에 대
한 승인 등 의약품 가격 관리
- 전국의 약품가격의 검측 업무를 지도
- 의약품집중입찰구매의 가격과 관련된 문제를 관리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의약품의 전리권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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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약품 등록 제도

1. 의약품 등록 분류
1) 의약품 등록 분류 개요

◦중국은 약품등록관리방법을 통해 의약품의 등록을 관리하고 있음
-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 등록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음
<표 2> 약품등록관리방법 제12조에 따른 개별 약품등록신청의 정의

정의

∙중국 국내에 출시 판매되지 않은 약품의 등록신청
신규약품의 신청 ∙이미 출시된 약품에 대해 제형 및 투여경로 변경 적용증상이 확대된겨우 신규
약품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고
가 이미 그 출시를 승인한 국가기준이 이미 확정된 약품의 등록신청
제네릭 약품의 신청 ∙단 바이오제품은
신규약품신청절차에 따라 신고
수입약품의 신청 ∙국외에서 생산한 약품의 중국 국내에서 출시 및 판매에 대한 등록신청
∙신규 약품의 신청 제네릭 약품의 신청 또는 수입약품의 신청 등이 승인을 받은
보충신청
후 변경 증가 또는 취소된 원래 승인 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등록신청
∙약품승인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
재등록신청
하고자 하는 해당 약품의 등록신청
,

CFD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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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등록관리방법 제4장·제5장은 신규 약품 및 제네릭 약품, 제6장은 수입약품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표 3> 의약품 분류에 따른 약품등록관리방법의 관련 규정

수입
국산 제네릭
국산 신약
중약

관련규정

∙약품등록관리방법 제 장 수입약품의 신고 및 심사승인
∙약품등록관리방법 제 장 제네릭 약품의 신고 및 심사승인
∙첨부문서 화학약품의 등록분류 및 신고자료 요건
∙약품등록관리방법 제 장 신규 약품신청의 신고 및 심사 승인
∙첨부문서 화학약품의 등록분류 및 신고자료 요건
∙약품등록관리방법 제 장
∙첨부문서 중약 천연약물의 등록분류 및 신고자료 요건
6

5

2

4

2:

4

1:

,

◦원료의약품의 경우 완제의약품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
※ 원료의약품이란 합성,발효,추출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운영할 경우 등록된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시 데이터 제출이 면제됨

- 중국은 원료의약품도 완제의약품과 동일한 등록절차를 통해 약품승인번호를 받
아야 함(약품등록관리방법)
∙약품제조기업이 생산한 약품에 사용된 원료의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한
약품승인번호나 수입약품등록증, 의약상픔등록증이 있어야 함(약품관리법 실
시조례 제9조)
∙수입완제의약품 등록 신청 시에도 원료약은 C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거나,
관련 생산공법과 품질지표 및 검사방법 등 규범화된 연구 자료를 첨부해야 함
(약품등록관리방법 제95조)
∙동일 상품류가 판매중인 경우 임상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2) 의약품 유형별 등록 분류

◦약품등록관리방법의 첨부문서에 따라 의약품을 분류하여 등록절차를 진행
- 유형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목록, 등록에 걸리는 시간 등이 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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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등록분류(첨부문서 2)
- 화햑약품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1,2류가 신약, 3～5류가 자료제출의약품에 각각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음
∙1,2류 : 신약
∙3,4류 : 검증성 임상시험 필요 약품
∙5,6류 : 제네릭 의약품
<표 4> 화학약품등록분류

등록분류

내용

∙중국 국내외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약품
합성 및 반 합성 방법으로 제조한 원료약 및 그 제제
천연물에서 추출하거나 발효로 제조한 새로운 유효단체 및 제제
분리 또는 합성법으로 제조한 기존약물의 광학이성체 및 그 제제
이미 시판되어 판매되고 있는 다조성 약물을 소조성 약물로 제조
새로운 복합제제
국내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제제에 신규 적응증 추가
약품의 투여방식을 변경하여 중국 내외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제
∙중국 국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약품
국외에서 시판된 제제 및 원료약 또는 그 제제의 제형변경 그러나 투여경로가 변하지
않은 제제
국외에서 출시된 복합제제 또는 그 제제의 제형변경 그러나 투여경로가 변하지 않은
제제
투여경로가 변경되었고 국외에서 이미 시판된 제제
국내에서 시판된 제제에 국외에서 허가 받은 신규 적응증 추가
판매되고 있는 약품의 산 염기 혹은 금속 원소 를 변경하였으나 약품의 약리작용을 변경하지
않은 원료약품 및 그 제제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의 제형을 변경하였으나 약품의 투여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제제
국가약품 표준이 이미 작성된 원료약품 및 그 제제
(1)

1류

(2)
(3)
(4)
(5)

2류

(6)

(1)

3류

,

(2)

,

,

,

(3)
(4)

4류
5류
6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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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 천연약물 등록분류(첨부문서1)
<표 5> 중약, 천연약물 등록분류

등록분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7류
8류
9류

내용

국내 출시 및 판매되지 않았으며 식물 동물 광물 등 물질 중에서 채취한 유효성분 및 제제
새로 발견한 약재 및 해당 제제
새로운 중약재 대용품
약재의 새로운 약용부분 및 제제
국내 출시 및 판매되지 않았으며 식물 동물 광물 등 물질 중 채취한 유효부분 및 해당 제제
국내 출시 및 판매되지 않은 중약 천연약물 복방제제
국내 이미 출시 및 판매된 중약 천연약물의 투여경로를 변경한 제제
국내 이미 출시 및 판매된 중약 천연약물 제형의 제제
복제약
,

,

,

,

,

,
,

◦생물제품 등록분류(첨부문서3)
- 치료용 생물제품:
<표 6> 생물제품 등록 치료용 생물제품

등록분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7류
8류
9류
10류
11류
12류
13류
Type 14
Type 15

내용

국내외에서 출시 판매되지 않은 생물제품
단일클론항체
유전자 치료 체세포치료 및 기타 제품
변태반응 원제품
사람의 동물의 조직 혹은 체액에서 체취한 것 혹은 발효제조의 생물활성의 다성분 제품
이미 출시 판매된 생물제품으로 구성된 새로운 복방제품
이미 국외에서 출시 및 판매되었으나 국내에서 아직 출시 및 판매되지 않은 생물제품
아직 비준을 통과하지 않은 균종제조를 포함하는 미생태 제품
이미 출시 판매된 제품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국내외 모두 아직 미출시 및 미판매
한 제품
이미 출시 판매한 제품과 제조방법이 다른 제품
처음으로 개조기술로 제조한 제품
국내외 아직 출시판매하지 않은 비주사경로를 주사경로로 변경한 것 혹은 국부용약을 전신
용으로 변경한 제품
이미 출시 및 판매된 제품의 제형을 변형하였으나 약의 투입경로는 변경하지 않은 생물제품
투여경로를 변경한 생물제품 상술한 항목을 미포함
이미 국가약품표준이 있는 생물제품
,

,

,

DNA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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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용 생물제품:
<표 7> 생물제품 등록 예방용 생물제품

의약품 유형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7류
8류
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5류

내용

국내외에서 아직 출시 및 판매하지 않은 백신
백신
이미 출시 판매한 백신의 새로운 보조제를 변경 연결백신의 새로운 담체를 변경한 것
비순화 혹은 전세포 세균 병독 등 백신을 순화 혹은 성분백신으로 변경한 것
아직 국내에서 비준을 얻지 못한 균독종을 이용하여 생산한 백신
이미 국외에서 출시 판매되었으나 국내에서 출시 판매되지 않은 백신
국내에 이미 출시 판매된 백신제조를 차용하여 결합한 백신 혹은 연합백신
이미 출시 판매된 백신보호성 항원과 다른 개조 백신
기타 이미 비준을 얻은 전달시스템 혹은 이미 비준을 얻은 세포기질을 변경하여 생산한
백신 새로운 제조방법을 차용하고 실험실 연구자료증명에서 제품안정성 및 유효성이 분
명하게 제고된 백신
소화제 방법 혹은 독소제거제 방법 을 변경한 백신
약 투여경로를 변경한 백신
국내 이미 출시 판매한 백신의 제형을 변경하였으나 투여경로는 변경하지 않은 백신
면역제량 혹은 면역과정을 변경한 백신
사용범위를 확대한 백신
이미 국가약품표준이 있는 백신
DNA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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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약품 특수심사비준을 통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운용
- 밑에 열거한 규정에 부합되는 약품에 대하여 신청인은 약품등록과정에서 특수
심사승인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
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해당 신청이 특수 심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 확정(약품등록관리방법 제45조)
<표 8> 특수심사비준

구분

특수심사비준관리대상

중국시장내 판매한 적 없는 식물 동물 광물 등으로부터 추출된 유효
성분 및 유효성분으로 만든 약재 새로 발견된 약재 및 그 제제
중국내외에서 시장출시 허가받지 않은 화학원료 및 제제 생물제품
에이즈 암 희귀병의 임상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신규 약품
불치병의 치료제 주요 치료증상이 국가가 비준을 준 중약제제 치료증
세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신규약품일 경우 해당됨
,

1

,

.

2

3

,

,

,

.

4

신청시간

신청인이 신규 약품의
임상실험신청과 동시에
특수심사 신청가능함
신청인이 신규 약품의
생산신청과 동시에 특
수심사 신청가능함
.

- 특수심사비준의 구체적인 방법은 신약등록특수심사비준관리규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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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등록 절차
1) 수입 화학의약품(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 등록증서의 확인 및 발급
※ CFDA 영문 홈페이지의 Verificati0n and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for imported Chemicals(incl.
from Hong Kong, Macao and Taiwan)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홈페이지에는 바이오의약품, 중약 등
다른 유형의 의약품 등록증서 발급 규정도 있음

◦약품등록관리밥법 첨부문서2에 의하여 수입 화학의약품 등록증서의 확인 및 발급
은 다음 같이 분류됨
- 1류, 중국 국내외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약품
- 3류, 중국 국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약품
◦관련 법률은 약품관리법, 약품관리법실시조례, 약품등록관리방법
◦수입의약품의 평가 및 승인 비용은 45,300元(한화 약 755만원)
-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등록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임상시험 신청에 관한 비용이
이미 부과되었으므로 등록 비용은 무료
-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의 약품 심사비준 검사비용 조정에 관한 통지(国家计
委、财政部关于调整药品审批、检验收费标准的通知)에 근거
<표 9> 등록증서 확인 및 발급 절차

▸신청

⇒

▸CFDA행정수리
▸CFDA행정수
센터(行政受理服 ▸약품심사평가 ▸CFDA에
行政受
务中心)에 의한 ⇒
센터에 의한 ⇒ 의한 검토 및 ⇒ 리센터(
理服务中心)가
형식심사 후
기술 검토
결정
결정을 전달
규정에 따라 수리

◦임상시험 승인 절차
- 수리접수
∙신청서가 행정수리센터에 접수된 후, 센터의 직원에 의해 형식 심사가 실시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취득이 불필요할 경우 적시에 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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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리불가를 통지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수리센터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적시
에 수리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관련 행정기
관에 신청하도록 함
∙신고자료에 즉석에서 시정가능한 착오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시정
하도록 허가
∙신고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그 형식이 심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석 또
는 5일 이내에 신청인이 보충 수정하여야 하는 일체의 내용을 1회 고지
∙정해진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
으로 간주
∙신고자료가 본 부서 직권범위에 속하고 완전하며 그 형식이 심사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건에 따라 전부의 보충 자료를 제출한 경우 약품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함
- 의약품등록 실사(필요한 경우)
∙행정수리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CFDA는 NIFDC(중국식품약품검정연
구원)에 승인 또는 검토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등록 실사를 수행할 것을
30 일 이내에 통보
∙NIFDC에는 샘플을 시험하고 기준을 검토하는데 85일, 특수 약물과 백신 제품
의 실사에 1백15일의 시간제한을 가지며, 이는 CFDA의 검사와 약품심사평가
센터의 기술 평가와 병행적으로 실시되고, 구체적인 시간은 아래와 같음:
<표 10> 의약품 등록실사 제한 시간

▫ 관련 정보와 샘플을 받은 후
는 일 이내에 등록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구성
▫ 관할 기관은 제출받은 서류 샘플 및 관련 표준 물질을 통해 일 이내에 등록 실사를 완료하고
에 보고서를 제출 특수 약물과 백신 제품의 샘플 테스트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는 일에
완료되어야 함
▫ 검토된 등록 시험 보고서 및 수입 의약품 등록 기준을 수신 한 후 기술 검토는 일 안에 전문가에
의해 수행 필요한 경우 재평가는 검토 의견에 따라 실시
, NIFDC

,

NIFDC

5

60

;

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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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심사평가
∙약물 등록과 함께, 행정수리센터는 전반적인 기술 심사평가를 위해 약품심사
평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전송해야 함
∙약품심사평가센터가 기술 심사평가 원칙에 따라 150일 이내에 기술 심사평가
를 완료(특수 승인 절차에 의한 승인은 120일)
∙기술 심사평가 완료 후, 기술 심사평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4개월 이내에 보충 자료 보완을 공지하여야 하며, 약품심사평가센터는 보충자
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5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특수 승인 절차에 의한 경우
는 40일)
- 행정심사 및 승인 결정
∙약품심사평가센터의 완료된 기술 심사평가 자료를 수신 한 후, CFDA는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관장 당국 책임자의 승인
을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
- 통지
∙행정 심사 및 승인의 의사 결정 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CFDA 행정수리센터
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전달해야 함
- 평가
∙CFDA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또는 재심에 앞서 거부 결정을 통지 받
은지 60일 이내에 신청자가 이유를 설명한 후 재심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재심사평가의 내용은 원 신청 항목과 서류로 제한
∙재심사평가 신청을 받은 후, CFDA는 5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하
여야 함. 원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CFDA는 더이상 재심사평가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재심사평가가 기술적인 재심사평가를 포함할 경우 CFDA는 원 신청의 시간
제한 내에서 관련 전문가와 기술가로 구성된 재심사평가단을 구성해야 함
◦tine frame
- 신청 서류 접수 후 17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이 나야 함(특수 승인 절차 대상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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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140일 )
- 위의 time frame은 정보의 보완과 이의 재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
음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 CFDA가 발행한 약품승인번호,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
는 5년 동안 유효
- 이러한 인증서의 만료시점에도 생산 또는 수입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실시·질의 및 불복기관
- 실시는 CFDA, 서류접수는 CFDA 행정수리센터
- 질의는 CFDA
- 불복은 CFDA 법제사 조사국(法制司 稽查局)
2) 의약품 등록 소요 시간

◦중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time frame 외에도 접수대기시간이 길어서 등록에 많
은 시간 소요되고 있음(약품등록관리방법 제12장 기한 참고)
- 신약 임상시험승인의 경우, 형식심사에 30일, 약품심사평가센터의 기술 심사평가
에 90일, CFDA의 심의에 20일정도 소요
- 의약품 등록증서 발급에는 형식심사에 30일 약품심사평가센터의 기술 심사평가
에 150일, CFDA의 심의에 20일정도 소요
- 여기에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접수에도 대기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
※임상시험승인에 미국은 30일, EU는 60～9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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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화학 의약품 심사 상황

분류

IND(1,2류,국제공동)
검증성임상시험(3,4류)
NDA
ANDA(5,6류)
보충신청
수입재등록

2012-1-1
신청시기
심사대기기간(월)

년월
년 월
년월
년 월
년월
년월

2011

2012-12-1
신청시기
심사대기기간(월)

년월
년월
년 월
년 월
년월
년월

5

6

2012

8

4

12

12

2012

8

15

1

11

2011

11

12

10

14

2010

12

24

2011

7

5

2012

8

3

2011

9

4

2012

6

5

2010

2011

2010

자료: CFDA약품심사평가센터. (2013). 2012 China Drug Review Annual Report. pp. 29-30.

3) 약품 심사개혁 강화 및 진일보한 혁신에 관한 의견(关于深化药品审评审批改革进一步
鼓励药物创新的意见, 国食药监注[2013]37号)

◦CFDA는 2013년 2월 26일 제한된 심사평가 자원을 임상 가치가 있는 신약과 임상
에 필요한 제네릭의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약품 심사개혁 강화 및 진일
보한 혁신에 관한 의견》을 발표
- 2007년 개정된 약품등록관리방법이 실시되면서 중국의 약품 등록 관리가 크게
변화되었으나, 다수의 영세업체가 난립하는 중국 제약산업의 상황에 개선이 없
어 중복 연구개발 및 등록 신청이 심각한 상황
- 게다가 국가적인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인하여 신약 등록 신청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기술 평가 자원 및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전체
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심사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약품
의 심사평가 및 승인 방식과 프로세스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CFDA는 2007년에 개정된 약품등록관리방법과 2009년에 공포된 신약등록 특
수심사비준관리규정을 토대로 네가지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는 의견을 발표
- 신약 연구개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임상 수요가 있고, 치료 효과가 양호하며, 지적재산권을 지닌 약물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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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려하고 이들 약물에 대한 평가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함
∙심사평가를 진행할 때 레퍼런스의 심사 및 임상시험 방안에 대한 심사를 더욱
중시했으며, 임상 방안 가운데 피험자에 대한 보호 및 위험성 관리에 대한 요
구사항을 강조
∙연구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신약 개발 자료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
※ 과거에 신약을 등록 신청할 경우, 신청 시에 완성된 제형, 규격, 프로세스, 심지어 품질 표준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변경할 수 없었음. 현재는 연구개발의 진전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의거
하여 신고 자료를 단계적으로 증보·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신약을 생산할 때에야 상기의 전
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

∙신약 연구개발을 더욱 과학적인 방향으로 유도. 신약의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 단계별 지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도 및 의사소통을 강화
※ 국가기술계획의 중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신약 등록 신청에 대해 심사평가의 신속화, 전체 과정
추적, 중점 지휘, 심사평가 시행의 담당자 제도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심사평가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함

- 제네릭의 심사평가 전략을 조정하고 심사평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
∙먼저 제네릭의 우선 심사평가 영역을 확정. 임상 공급 부족, 시장에서의 경쟁
이 불충분, 접근성 및 부담에 대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약품, 소아용 약품,
희귀질환 치료약 및 특수 인구집단에 대한 약품, 그리고 기타 평가를 통해 임
상이 매우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평가
∙제네릭 우선 심사평가를 가속화. 우선 심사평가 제네릭의 경우 단독 순서 배
정, 생산현장 실사 조정, 검증 조정 등 조치를 통해 우선 심사평가 제네릭의
심사 효율을 향상
∙시장 가격 평가제도의 수립을 모색. 유관부문과 전문가 단체, 의약학 전문가들
과 함께 의약산업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고려하여 의약품 임상 수요에 부합
하는 시장 가격 평가제도 탐색
- 약품 임상시험 품질관리를 강화
∙윤리위원회의 윤리 심사수준을 높여,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윤리조사의 독
립성을 확보하고 윤리위원회가 피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직책을 이
행할 수 있도록 명시
∙임상시험의 관계자, 예컨대 신청자, 임상시험기관, 윤리위원회 등의 책임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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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한층 명확화
∙약물의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고 사회 감독 제도를 도입.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임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임상 데이터 또는
자료에 위조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심사평가를 하지 않고, 해당 임상시험대행
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격을 취소
-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 장려
∙소아 전용 규격과 제형을 연구 개발하도록 장려. 소아 전용 규격 및 제형에
대한 신청은 의약품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 우선 심사
평가. 유관부문과 함께 조달, 약가산정, 의료보험에서 소아용 의약품의 연구개
발을 장려하기위한 조치를 연구
∙소아용 의약품 관련 제도를 만들고, 소아 임상용 의약품 규범을 정비하고, 설
명서에 소아용 의약품 정보 완비시키는 등 소아용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
∙소아 전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평가를 강화하고 의사와 보호
자에게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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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임상시험
1) 수입 화학의약품(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의 임상시험 승인 가이드라인
※ CFDA 영문 홈페이지의 Approval for Clinical trials of imported(incl. from Hong Kong, Macao and
Taiwan) Chemicals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홈페이지에는 바이오의약품, 중약 등 다른 유형의 의약품
승인절차도 규정되어 있음

◦약품등록관리밥법 첨부문서2에 의하여 수입 화학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은 다음
같이 분류됨
- 1류, 중국 국내외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약품
- 3류, 중국 국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약품
◦관련 법률은 약품관리법, 약품관리법실시조례, 약품등록관리방법
◦수입의약품의 평가 및 승인 비용은 45,300元(한화 약 755만원)
-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의 약품 심사비준 검사비용 조정에 관한 통지(国家计
委、财政部关于调整药品审批、检验收费标准的通知)에 근거
<표 12> 임상시험 승인 절차

▸신청

⇒

▸CFDA
▸CFDA행정수
행정수리센터(行政 ▸약품심사평가 ▸CFDA에
行政受
受理服务中心)에 ⇒
센터에 의한 ⇒ 의한 검토 및 ⇒ 리센터(
理服务中心)가
의한 형식심사 후
기술 검토
결정
결정을 전달
규정에 따라 수리

◦임상시험 승인 절차
- 수리접수
∙신청서가 행정수리센터에 접수된 후, 센터의 직원에 의해 형식 심사가 실시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취득이 불필요할 경우 적시에 신청인에
게 수리불가를 통지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수리센터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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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리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관련 행정기
관에 신청하도록 함
∙신고자료에 즉석에서 시정가능한 착오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시정
하도록 허가
∙신고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그 형식이 심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석 또
는 5일 이내에 신청인이 보충 수정하여야 하는 일체의 내용을 1회 고지
∙정해진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
으로 간주
∙신고자료가 본 부서 직권범위에 속하고 완전하며 그 형식이 심사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건에 따라 전부의 보충 자료를 제출한 경우 약품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함
- 의약품등록 실사
∙행정수리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CFDA는 NIFDC(중국식품약품검정연
구원)에 승인 또는 검토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등록 실사를 수행할 것을
30 일 이내에 통보
∙NIFDC에는 샘플을 시험하고 기준을 검토하는데 85일, 특수 약물과 백신 제품
의 실사에 1백15일의 시간제한을 가지며, 이는 CFDA의 검사와 약품심사평가
센터의 기술 평가와 병행적으로 실시되고, 구체적인 시간은 아래와 같음:
<표 13> 의약품 등록실사 제한 시간

▫ 관련 정보와 샘플을 받은 후
는 일 이내에 등록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구성
▫ 관할 기관은 제출받은 서류 샘플 및 관련 표준 물질을 통해 일 이내에 등록 실사를 완료하고
에 보고서를 제출 특수 약물과 백신 제품의 샘플 테스트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는 일에
완료되어야 함
▫ 검토된 등록 시험 보고서 및 수입 의약품 등록 기준을 수신 한 후 기술 검토는 일 안에 전문가에
의해 수행 필요한 경우 재평가는 검토 의견에 따라 실시
, NIFDC

,

NIFDC

5

60

;

90

,

;

20

,

- 기술 심사평가
∙약물 등록과 함께, 행정수리센터는 전반적인 기술 심사평가를 위해 약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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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전송해야 함
∙약품심사평가센터가 기술 심사평가 원칙에 따라 90일 이내에 기술 심사평가
를 완료(특수 승인 절차에 의한 승인은 80일)
∙기술 심사평가 완료 후, 기술 심사평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4개월 이내에 보충 자료 보완을 공지하여야 하며, 약품심사평가센터는 보충자
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특수 승인 절차에 의한 경우
는 20일)
- 행정심사 및 승인 결정
∙약품심사평가센터의 완료된 기술 심사평가 자료를 수신 한 후, CFDA는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관장 당국 책임자의 승인
을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
- 통지
∙행정 심사 및 승인의 의사 결정 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CFDA 행정수리센터
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전달해야 함
- 평가
∙CFDA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또는 재심에 앞서 거부 결정을 통지 받
은지 60일 이내에 신청자가 이유를 설명한 후 재심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재심사평가의 내용은 원 신청 항목과 서류로 제한
∙재심사평가 신청을 받은 후, CFDA는 5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하
여야 함. 원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CFDA는 더이상 재심사평가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재심사평가가 기술적인 재심사평가를 포함할 경우 CFDA는 원 신청의 시간
제한 내에서 관련 전문가와 기술가로 구성된 재심사평가단을 구성해야 함
◦tine frame
- 신청 서류 접수 후 11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이 나야 함(특수 승인 절차 대상 의약
품은 100일 )
- 위의 time frame은 정보의 보완과 이의 재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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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 임상시험은 승인 후 3년 안에 실시되어야 함
-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원 승인 문서는 자동적으로 무효화 됨
-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승인을 재신청하여야함
◦실시·질의 및 불복기관
- 실시는 CFDA, 서류접수는 CFDA 행정수리센터
- 질의는 CFDA
- 불복은 CFDA 법제사 조사국(法制司 稽查局)
2) multi-center 약물의 임상시험(약품등록관리방법 제44조)
※ 다국적 제약사가 의약품을 개발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임상시험용 약물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약품이거나 또는 이미 Ⅱ기 또는 Ⅲ기
임상단계에 접어든 약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국제 다중심 약물의 임상시험의 수행을 승인하는 동시
에 신청인에게 중국 국내에서 먼저 Ⅰ기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국제 다중심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얻어진 데이터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약품
의 등록신청에 사용되는 경우 임상시험에 관한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
는 동시에 국제 다중심 임상시험의 연구자료 일체를 제출
◦약품심사평가센터의 “2012 china drug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12년 138건의
global mult-center 임상시험 신청이 있었음
<표 14> 화학의약품 등록 신청 건수(2009～2012)

1.1류 신약
그밖에 1～3류
4～6류
global multi-center 임상시험
수입의약품

2009

2010

2011

2012

42

69

79

78

656

718

793

942

1,314

1,358

1,806

1,852

157

150

179

138

365

410

459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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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임상시험자료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을 국내 환자에게 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족적 차이로
인하여 의약품의 효과나 안전성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음.
- 이에 ICH에서는 약물의 민족적 감수성에 대한 판단 근거와 가교시험 도입을 골
자로 하는 E5 가이드라인을 제정
- 우리나라도 ‘99년부터 신약의 외국임상시험자료에 대한 가교자료를 요구하기 시
작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가교자료나 가교시험을 통해 외국의 임상시험자료를
자국인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갈음해서 의약품허가에 사용
※ 가교자료 : 국내․외에 거주하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시험자료로서 임상시험자료집에서 발췌하
거나 선별한 자료 또는 가교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자료
※ 가교시험 :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
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자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한국이 참여한 다국가 임상시험(multi-center trial)의 경우에도 가교자료나 가
교시험이 요구됨
◦중국은 외국의 임상시험자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
출에 주된 애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음
- 미중 합동통상무역위원회,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의 보고서에서 언급
- 중국이 외국의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에서 다시 임상시험을 진행
하게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알려지고 있음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사회인 중국의 특성을 고려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빈번한 사망사고 발생
◦대만은 중국과 “의약품 및 보건문제와 관련한 양안간 협력 계약서”를 체결하여 임
상시험자료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두 기관은 2010년 경제협
력기본협정((兩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 대만간의 교류협력을 중재

제3장 중국의 의약품 등록 제도

31

<표 15> 의약품 및 보건문제와 관련한 양안간 협력 계약서 제14조

▫ 양 계약 당사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규정 관련 기관 관리 임상시험 대상자의 인권 보호 프로토
콜 및 임상시험의 검토와 승인에 대해서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 임상시험의 반복 횟수를 줄이기 위해 에 대한 지침 준수가 구체적으로 승인된 기관과 임상시험
프로젝트가 우선 진행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임상시험과 의료용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서의 양안
간 협력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양 계약 당사자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점진적 인식과 수용의 추이를
검토할 것이다
,

,

,

.

, GCP

.

.

◦임상시험 각 단계별 피험자 수
- 중국은 약품등록관리방법 첨부문서에 임상시험 최저 증례수를 설정해 놓고 있는
데, 최저 증례수일뿐 CFDA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통계적인 증명을 위
하여 훨씬 많은 례수를 요구하고 있음
- 화학약품의 경우 첨부문서 2에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음
<표 16> 수입 화학약품 임상시험의 증례수

의약품 유형

1류
2류
3류
4류

대상

∙등록분류 인 신약은 반드시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함
Ⅰ
예
Ⅱ 예
Ⅲ 예
Ⅳ 예
∙등록분류 인 신약은 반드시 인체 내 약물동태학적 연구와 쌍 이상의 대조임상시험
을 수행해야 함
여러개의 적응증이 있을 경우 적응증별 쌍 이상의 시험을 수행해야 함
구복고형제제는 반드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보통 예가 필요함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진행이 어려운 구복고형제제 및 기타 비구복고 형제제는 반드시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함 임상시험 예가 적어도 쌍이 필요함
서방제제는 반드시 단회투여와 반복투여의 인체 내 생물학적동등성 비교연구와 치료학
적 임상시험이 수행되어야 함 임상시험 실시예는 적어도 쌍이 필요함
동일 활성성분을 포함한 주사제 분말주사제 수액제 간 제형변경의 약품등록신청은 투
여경로 방법과 투여량이 원제형과 일치한다면 임상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등록분류 인 구복고형제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수행해야 함 보통 예가 필
요함
공정과 표준으로 약품품질을 조절할 경우 반드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임상시험
예가 적어도 쌍이 필요함
1, 2

- Phase

: 20~30

- Phase

: 100

- Phase

: 300

- Phase

: 2000

3, 4

100

.

-

,

60

.

-

.

18~24

.

-

5류

.

100

.

-

.

-

100

,

.

,

,

6류

6

.

-

,

100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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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치료 분야별 의약품 등록 현황
※ CFDA 의약품심사평가센터의 “2012년 의약품 등록 심사 보고서” 및 “2013 년 의약품 등록 심사 보고
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1) 2012년도

◦2012년 약품심사평가센터를 통해 중요한 치료 분야별 의약품의 비준 요청이 제출
되어, 환자들이 최신 치료수단에 접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
성을 보장
◦HIV/AID 의약품
- Rippivirine(approval number: H20120561): 새로운 타입의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NNRTI)로 약품 내성 환자에게 사용
- Emticitabine and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tablet(approval number:
H20120568): global HIV-1 infection treatment guidance에 의해 요청되는 새로
운 치료전략에 활용
◦희귀의약품
- Decitabine injection(approval number: H20123294, H20120066, H20120067):
myelodysplastic syndromes(MDS) 치료제로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 왔으나
중국 영내에서 제조 시작
- Sunitinib malate capsules(approval number: H20100776-783): 여러 타겟에 대한
방해를 통해 anti-tumor effect와 anti-angiogenesis 효과를 발생. 이 약품은
global clinical research data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임상시험이 면제되었음
◦소아의약품
- Caffeine citrate injection(approval number: H20130109): premature apnea치료
제. 이 약품은 global clinical research data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임상시험이
면제되었음
- 九味熄风颗粒(구미식품과립)(approval number: Z20120034): 아동의 tic-coprolalia
syndrome에 대한 최초의 중약복합제제. haloperidol같은 기존 화학의약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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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심각. 이 중약제제는 약한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게 최소한의 부작용을
동반한 치료효과를 보임
◦항암제
- Dicycloplatin injection(new drug certificate: H20120020): 중국 과학자에 의하여
발견된 새로운 형태의 platinum compound로 non-small cell lung cancer에 효
과적
- Crizotinib capsules(approval number: H20130067, H20130068 and H20130076-79):
Gefitinib과 Erlotinib 이후 기념비적 표적 항암제로 ALK-positive non-small cell
lung cancer에 효과
- Lenalidomide capsule(approval number: H20130069-72): 성인의 relapsing and
multiple myeloma 치료제
◦향정신성 의약품
- Paliperidone palmitate injection(approval number: H20120429-0433): 급성기 및
유지기 모두 사용가능한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기존 1일 1회 복용의
extended-release tablets보다 개선된 1달에 1번 주사하는 장기지속형 제제
◦항바이러스, 항감염제
- Tigecycline injection(approval number: H20123339, H20123394): super bacteria
치료제로 NDM-1 슈퍼바이러스로 알려진 New Delhi Metallo β-lactamase 1
(NDM-1) 치료에 효과적
◦심혈관계 의약품
- Ticagrelor tablets(approval number: H20120486):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포함
해 심혈관계 증상의 주요 원인인 혈소판 응집을 치료하는 의약품
- Allisartan isoproxil(new drug certificate: H20120026): 경구 고혈압 치료제로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의 major drug
invention program으로부터 지원받는 혁신 의약품에 해당
◦류마티즘 및 면역 의약품
- Febuxostat tablets(approval number: H20130009): 통풍 치료제로 그동안 부작
용 때문에 제한적으로 임상에 사용되던 Allopurinol에 비해 안전하고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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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
◦호흡기 의약품
- Indacaterol maleate powder for inhalation(approval number: H20120232):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치료하는 long-acting inhaled β2 adrenergic
receptor agonist
- Ciclesonide aerosol(approval number: H20120114, H20120110, H20120112 and
H20120108):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천식을 치료하는 non-halogenated
inhaled glucocorticosteroid. 하루에 두 번 사용하는 beclomethasone,
budesonide 그리고 fluticasone propionate에 비해 하루에 한번 사용할 수 있어
환자에 편리
◦기타
- Hemoporfin injection(new drug certificate: H20120076): 포도주 자국(port-wine
stains)이라는 선천성 반점 치료제.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의 new drug
invention program으로부터 지원받는 혁신 의약품에 해당
- Prucalopride succinate tablets(approval number: H20120562-65): 만성변비를
치료하는 고특이성 5-HT4 receptor antagonist. aperients로 증상이 충분히 완
화되지 않는 환자에게 적합
◦생물의약품
- Recombinant human coagulation factor IX for injection (approval number:
S20120053-56): 혈우병 치료제로, 혈액으로부터 추출량이 충분하지 않아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우선심사절차를 통해 심사되었음. recombinant human
coagulation factor IX는 B형 혈우병 환자에게 적용
◦이밖에도 HIV, 알츠하이머, 인플루엔자 영역에서 약품심사평가센터는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tablets, memantine oral solution 그리고 peramivir injection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장 실사 단계에 있음

제3장 중국의 의약품 등록 제도

35

2) 2013년도

◦2012년 약품심사평가센터를 통해 중요한 치료 분야별 의약품의 비준 요청이 제출
되어, 환자들이 최신 치료수단에 접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
성을 보장
◦항감염제
- Peramivir and Sodium Chloride Injection: 인플루엔자 A·B형 감염 치료제는 중
국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임. 약품심사평가센터는 조기개입, 다방
면 교류, 동태적인 보충자료를 통한 특수심사절차와 조치를 통해 2013년 봄철
독감 유행시에 약품 심사비준을 마무리지어 A형 인플루엔자의 치료와 방어에
유효적절한 수단을 공급할 수 있었음
- Cycloserine: 광역성항생물질을 함유한 2차항결핵약
◦항암제
- imatinib mesylate: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치료제로 오리지날 제품은 수입가
가 비싸 소수 환자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 국내기업의 첫 번째 제네릭 신청
에 대한 특수심사절차에 따라, 오리지날의 특허 만료 후 출시할 것을 전제로 중
국 백혈병 환자들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공급이 가능해 졌음
- Dasatinib Tablets: 만성골수성백혈병(CML)과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
프모구 백혈병(Ph+ ALL) 환자의 치료를 위한 처방약. 본 약품은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아 중국 제네릭 제품은 환자들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임
- Aprepitant: 오심, 구토에 대한 치료약물로 본약물의 수입 및 분포장에 대한 비준
은 항암제 치료로 구토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선택수단이 덜 것임
- everolimus: 초기에는 장기 이식 후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항암제로 사용. 본 제품의 수입허가로 치료에 실패한 말기 고환암 환
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임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
- Paricalcitol Injection: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
EU에서는 2002년 9월 허가 받았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가 없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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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을 통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Alogliptin: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제어 약품
- Saxagliptin: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제어 약품으로 본 제품의 수입 분포장에
대한 비준을 통해, 기존의 식이요법 및 운동과 병행한 Metformin와
sulfonylureas 사용에 더해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순환기계 약물
- Dabigatran Etexilate: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투여되는 혈액응고제제. 잦은
채혈 검측이 필요없어 조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TreprostinilSodium: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폐동맥 고혈압은 예후가 좋지않은
심혈관계 희귀질환. 이 제품은 안전성이 좋고, 반감기가 짧아 상대적으로 안전
하여 패혈증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생식기계 약물
- ganirelixacetate: 배란을 제어하는 약품
- 유치지혈과립(榆栀止血颗粒): 기능성 자궁출혈 치료제로, 이 질병은 서약은 아직
효과적인 치료약이 부족한, 중국 전통 치료술이 우세한 적응증
◦소화기계 의약품
- 완통지사연효낭(缓痛止泻软胶囊):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 명나라 경산전서
(景岳全书) 중 통사요방(痛泻要方)에서 유래한 처방으로, 임상시험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증상개선, 질병완화 등 확실한 치료효과를 증명. 전통과 혁
신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중의약의 발전을 구현한 제품
◦안과용 의약품
- Conbercept Ophthalmic Injection: 중국 자체 R&D를 통해 개발된 연령상관성황
반변성 치료용 생물제품약물. 황반변성은 중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질병으로,
특수심사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음. 이 제품의 비준 및 판매는 황반변성에 대한
임상적 요청을 해결한다는데 긍정적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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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년도 의약품 등록 심사 보고서
※ 2014년 3월 8일 CFDA 의약품심사평가센터는 “2013 년 의약품 등록 심사 보고서”를 발표

1) 2013년 주요 업무조치와 개선사항

◦신약의 심사평가관리를 강화
- 임상을 신청하는 신약의 심사를 간소화하는 신약 임상 신청의 종합 심사 평가
요점(创新药临床申请的综合审评要点)을 제정
- 신약판매신청임상평가지침(新药上市申请临床评价指南) 초안을 제정하여 신약
임상시험 신청 심사의 품질과 능률을 높임
- 특수심사품종관리고(特殊审批品种管理库)를 설립하고 약품등록관리방법에 따
라 특별 심사 비준이 진행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
- 국가기술계획의 중대 프로젝트에 의한 화학 의약품의 신약 등록 신청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심사 자원을 투입할지 논의
◦제네릭 의약품 심사관리 개선 추진
- 수준이 낮고 중복 율이 높은 제네릭 의약품에 심사 평가 자원이 사용되고 임상
에 긴급히 필요한 제네릭 의약품이 신속하게 심사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에 주력
- 특허 만료된 약품의 제네릭은 국민의 약품 사용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2013
년에서 2014 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품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
※ 총 89개의 해당 품목 중에 약품심사평가센터에 신청한 62품목에 대해서는 적합한 심사 평가 방안을
확립

◦정보 공개 확대
-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바이오 제품의 심사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와 불비준 품목의 심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신청자가 심사 평가 결과
에 대해 이의를 접수할 수 있게 하였음
◦심사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
- CFDA가 배포한 임상 시험 정보 공개 요구에 따라 웹사이트에 600개 이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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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정보를 공시하여, 공중의 의약품 임상 연구에 대한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
하고 피험자 보호를 촉진
-《약물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업무 규범화의 실시방안》(规范药物临床试验数据
管理工作的实施方案)을 제정하여, 국내 임상 시험 자료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한 계획 및 추진일정을 확정. 이는 임상 시험 데이터 관리 현황의 개선 및
신뢰성 높은 연구 데이터에 기반하여 심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세계 보건기구의 백신 관계 기술 심사 품질 체제 인증(WHO prequalification)에
합격
-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심사 평가의 효율과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
∙이해 충돌이 없음을 전제로, 약리 독성 심사 시 외부에서 심사 서비스를 구매
하는 것을 모색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시도
- 중약의 특징에 적합한 심사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약 품질 관리 법률에 따라 생산의 전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여, 중약의 품질 안정성과 균일성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생산 기술의 특징에 맞게 품질 표준을 전면적으로 향상
∙멸종에 처한 야생 약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약 주사제 품목 심사 관리를 강화.
∙한방 주사제 임상 안전성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중요 문제에 대한 고려(关于中
药注射剂临床安全性研究与评价关键问题的考虑)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인터넷
으로 공표하여 한방 주사제의 유효성, 안전성 연구 및 평가의 포인트를 밝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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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접수 및 심사상황

◦2013년 의약품심사평가센터는 1년동안 7529건의 등록 신청을 접수

[그림 3] 2013년도 의약품심사평가센터 수리 접수 상황
<표 17> 2013년 비준 의약품의 출시 현황

등록분류

화학약품
중약
생물제품
합계

신약

개제형

복제약

수입약

소계

91

22

187

74

374

15

9

3

0

27

3

15

12

416

<표 18> 2013년 임상연구 비준 현황

등록분류

화학약품
중약
생물제품
합계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

소계

224

92

316

9

0

9

49

0

49

37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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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의약품 관련 접수 및 심사항황

[그림 4] 2013년도 화학약품 수리 현황

- 신규 ANDA 신청은 총 2427 건으로 20개 이상의 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의약
품에 대한 신청은 1039 건으로 2013 년 도 ANDA 신청의 42.8 %를 차지(2012
년은 60.7 %)하고 10이내의 등록 번호를 있는 의약품 ANDA 신청은 932 건으로
총 건수의 38.4%를 차지(2012 년은 20.6 %).
- CFDA에 제출한 화학 의약품 3348 품목 중에서 비준하지 않은 비율은 31.2 %를
차지하여 4년 연속 30% 전후 유지
<표 19> 2013년도 화학약품 심사 완료 현황

분류

IND
검증성임상
NDA
ANDA
보충신청
수입재등록
합계

비준

불비준

서면보충요청

현장조사

233

24

28

-

183

93

138

-

168

26

87

71

360

182

166

23

1,319

718

226

115

40

2

35

-

2,303

1,045

68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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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와 NDA의 두 경로에서 열린 심사 건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다른 루트에서 열린 심사 건수는 2012 년에 비해 감소

～

[그림 5] 2011 2013년도 약품심사평가센터 심사완료 현황

- IND, 보충신청과 수입재등록은 심사 대기 시간의 변화가 비교적 적었지만, 검증
성임상시험, NDA, ANDA는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데, 해당 분류 심사가 점
차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0> 화학의약품 심사 대기기간

분류

IND
검증성
NDA
ANDA
보충
수입재등록

2012.1
접수시기 대기시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얼
개월

2012.12
접수시기 대기시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2013.12
접수시기 대기시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2011. 5

6

2012. 8

4

2013. 6

6

2010.12

12

2011. 8

15

2012. 5

19

2011. 1

11

2011.11

12

2012.10

14

2010.10

14

2010.12

24

2011. 2

34

2011. 7

5

2012. 8

3

2013. 9

3

2011. 9

4

2012. 6

5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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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 관련 접수 및 심사 상황
- 2013년도 중약 신규 신청은 총 594건

[그림 6] 2013년도 중약 수리 현황
<표 21> 2013년도 중약 심사 완료 현황

분류

신약임상신청
신약출시신청
제네릭 개량
보충신청
힙계

비준

불비준

서면보충요청

현장조사

14

33

23

-

15

20

21

14

6

30

5

0

165

217

70

2

200

300

1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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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관련 접수 및 심사 상황

[그림 7] 2013년도 생물의약품 수리 현황
<표 22> 2013년도 생물의약품 심사 완료 현황

비준

국내임상신청
국제다중심신청
판매신청
보충신청등
합계

불비준

서면보충

현장조사

54

13

34

-

24

2

1

-

16

6

6

5

172

18

57

0

266

39

98

5

<표 23> 생물의약품 심사 대기기간

분류

백신류 IND
백신류 NDA
백신류보충신청
백신류재등록
치료용생물제품IND
치료용생물제품NDA
치료용생물제품보충신청
치료용생물제품재등록

접수시기

2013. 12

대기시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2013. 6

7

2013. 2

10

2013. 8

4

2013. 9

4

2012.12

13

2013. 5

7

2013. 9

4

2013. 9

4

43

44 중국의 제약산업 정책 제도 분석

제4장

중국의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1.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개요

◦중국은 1980년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였고,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가
WTO/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게 개선되었음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리법(专利法) 및 상표법(商
标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음
- 특허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
명에 대해 부여되는데, 의약품의 경우 크게 신규화합물·약물조합물에 대한 상품
발명(商品發明)과 생산기술·제법·용도에 대한 방법발명(方法发明)에 대해 특허
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상표권은 TRIPS의 요구에 맞게 보증상표(保证商标), 단체상표(集体商标), 입체
상표(立体商标) 등에 부여되고 있음
- 전리법은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상표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
家工商行政管理总局)에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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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경우 약품관리법령을 통한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수단이 있음
- 신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 등록시 사용했던 자료에 대한 자료독점권이 인정
-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신약에 간접적으로 판매독점권 부여
◦중약의 경우 중약품종보호제도(中药品种保护条例)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이
있음
- 보호품종은 등급에 따라 독점생산권이 보장됨
◦상업비밀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상업
비밀 침해에 대해 보호하고 있음
- 상업비밀(商业秘密)이란, 공중이 알지 못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
며, 실용성을 가지고 있고,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
미(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
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
영상의 정보로 정의

- 화학의약품의 경우 성분이나 제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쉽지 않
으나, 중약의 경우 생산·배합 기술이 복잡하여 상당수 유명 제품들이 상업비밀에
근거하여 제품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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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품관리법에 의한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

◦자료독점권
-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대규모·고비용의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데, 허가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시험을 진행하지 않
고 이미 허가에 사용된 자료를 사용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됨
- 이에 TRIPS 제39조제3항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의 판매를 허가
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은 약품등록관리방법 제20조에 따라 허가 승인 후 6년간 자료독점권이 보호
되고 있음
∙신형 화학성분을 포함한 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허가를 획득한 생산자 또는 판
매자가 제출한 자체 시행하여 얻은 미공개 시험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자료에
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허가를 승인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획득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미공개 데이터를 사용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체 시행하여 얻은 데이터는 예외
로 한다.
◦신규 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 중국은 국산 신약에 한해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기간동안
다른 기업의 생산, 제형변경 및 수입이 승인되지 않아 최대 5년의 사실상의 판매
독점기간이 설정됨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공중보건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생산 승인된 신
규 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 기간을 둘 수 있다. 모니터링 기간은 신규 약품의
생산 승인일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모니터링 기간내의 신규 약
품에 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기타 기업의 생산, 제형변경 및 수입
을 승인하지 않는다(약품등록관리방법 제66조)
-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간은 약품등록관리방법 첨부6 신규약품의 모니터링 기간
표로 규정하고 있음(그밖에 신약은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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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신규 약품의 모니터링 기간

기간

중약, 천연약물

화학 약품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 국내외에서 시판되지
은 식물 동물 광물 등 않은 약물
물질 중 추출한 유효성 합성 반 합성법으로
분 제제
제조한 원료 약물 및
그 제제
천연물질에서 추출했
5년
거나 발효하여 추출
한새로운 개체및 그
제제
분할법 또는 합성 등
의 방법을 제조한 약
물 중 광학 이성질체
와 제제
새로 발견한 약재 제제 기 시판된 다조성 다
약재 신약 새로운 약용 多 성분 약물을 소
부위의 제제
조성 적은 少 성분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 약물로의 제조
은 식물 동물 광물 등
새로운 복합제제
물질에서 추출한 유효 국내외에서시판되지않
부위의 제제
은 투약경로 변경 제제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 국외에서 시판 되었지
은 한약 천연약물 복합 만 국내에서 시판되지
제제
않은 약품
한약 복합제제
국외에서 시판된 제
천연약물 복합제제
제 중 제형을 변경했
4년 한약 천연약물과 화 지만 투약경로는 변
학약품으로 조합된 경하지 않은 제제
복합제제
1.

1.

,

,

1.1

치료성 생물 제품

예방용 생물제품

국내외에서 시판되지 국내외에서 시판되지
않은 생물 제품
않은 백신

1.

1.

,

1.2

1.3

2.

1.4

4.

(

(

)

)

(

(

5.

,

,

1.5

2.

6.

3.

,

:

:

6.1

3.1

6.2
6.3

,

,

)

)

단일클론항체
유전자 치료 체세포 치
료 제품
알레르기 반응 원제품
사람 동물의 조직 또는
체액에서 추출하거나
발효제조를통해제조한
생물 활성 다조성 제품
시판된생물제품으로새
롭게 제조한 복합제제
국외에서 시판 되었지
만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은 약품
허가 되지 않은 균류로
제조한 마이크로 생태
제품
시판된 제품과 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고 국내
외 모두 시판되지 않은
제품 아미노산 돌연변
이 결실 발현계의차이
로인해발생 제거또는
번역변경후수식 산물
에 화학수식을 진행한
경우 등 을 포함

2.
3.

,

4.
5.

,

,

6.

7.

8.

9.

(

,

,

,

,

)

백신
시판된 백신을 새로운
아쥬반트 면역증강제
로 변경하고 짝지음 백
신 커플링 백신 을 새로
운 운반체로 변경함
비정제 또는 전세포 세
균 바이러스 등 백신을
정제 또는 성분백신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
은 균독류를 사용해서
생산한 백신 인플루엔
자 백신 렙토스피라 백
신 등 제외
국외에서 시판 되었지
만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은 백신
국내에 시판된 백신을
이용해서 복합백신 또
는 혼합백신 제조
시판된 백신 보호성 항
원계보와다른 재조합
백신

2.DNA
3.

(

)

,

(

)

4.

(

,

)

5.

(

,

)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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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약, 천연약물

국내에서 시판된 중약
천연약물의 투약 경로
변경 제제
국내에서 시판된 중약
천연약물의 제형 변경
제제 중 특수 제제기술
자 예를 들자면 맞춤제
제 지효성제제 방출제
3년 어 제제
7.

,

8.

,

,

,

,

화학 약품

국외에서 시판된 복
합제제 제형을 변경
했으나 투약경로는
변경하지 않은 제제
투약경로를 변경 한
국외에서시판된제제
시판된 염류약물의 산
기 염기 혹은 금속원
소 를 변경하고 약리작
용은 변경하지 않은 원
료약물의 제제
국내에 시판된 약품의
제형을 변경하고 투약
경로는 변경하지 않은
약물 중 특수제제 기술
자 예를 들면 맟춤제
제 지효성제제 방출제
어 제제

3.2

,
,

3.3

,

4.

,

)

, (

,

5.

치료성 생물 제품

예방용 생물제품

투약경로를 변경한 생 기타 허가된 발현계 또
물제품 불포함
는 허가된 세포기질 변
경으로 생산한 백신 새
로운 공예로 제조하고
실험실 연구 자료로 제
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많이 제고됨을 증명 할
수 있는 백신
불활성화제 방법 또
는 해독제 방법 를 변
경한 백신
투약경로를 변경한
백신

14.

9.

(12

)

,

,

10.

(

(

)

)

11.

,
,

,

- 이는 신약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임상적 자료 축적이 부족한 관
계로 설정되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약품 생산기업은 모니터링 기간중인 신규 약품의 생산공법, 품질, 안전성, 치
료효과, 부작용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해마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약품등록관리방법 제67조)
∙약품의 생산, 경영, 사용과 검사 또는 감독 기관이 신규 약품에 중대한 품질문
제 또는 중대하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약품등록관리
방법 제68조)
◦의약품 등록과 특허권과의 관계
- 한미FTA 제18.9조 제5항 가목에서 제네릭 신청자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
는 것을 나목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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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특허 연계제도임
- 의약품의 판매허가는 안전성·유효성의 확보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로, 발명의 신
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하는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약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Hatch-Waxman」법에 의해 미국에서 시작되었음
- 중국의 경우 한미FTA 수준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의
약품 등록 신청시 신청인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설명하고, 타인이 특허권을 가지
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등 특허권에 의해 등록 신청이 제
한되는 부분이 있음
∙신청인은 그 등록을 신청한 약물 또는 사용된 처방, 가공법, 용도 등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타인의 중국 국내 특허 및 그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타인
이 중국 국내에 특허를 소유한 경우 신청인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범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약품등록관리방법 제18조)
∙타인이 이미 중국 국내 특허를 획득한 약품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당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하기 2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약품등록관리방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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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약 및 생물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1) 중약 산업 개요

◦중국은 약품등록관리방법에 근거한 중약등록관리보충규정(中药注册管理补充规
定)를 통해 중약 등록을 관리
- 중약 등록관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중약 복합처방 제제의 분류를 세분
화하여 상응하는 기술요건을 조정
- 고대 경전의 유명 처방 제제의 등 역사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
는 임상시험 등을 면제하고 있음
◦의료보험목록에 중약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의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와 생육보험 약품 목록’에는 서약과 중약
총 2,151종이 포함되어 있음
- 그중 중약 부분은 총 987개로 갑종 154개, 을종 833개임
◦중의약사업발전12.5규획(中医药事业发展“十二五”规划)과 같은 중장기적 전략을
통해 중약산업 부분의 발전도 도모하고 있음
- 동 규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
十二个五年规划纲要)에 근거하여 작성
- 동 규획의 6번째 주요 목표가 중약산업발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중국
전역의 중약자원 조사, 중약 생산의 핵심기술 연구, 현대적인 첨단 중약 기술 발
전, 전통 처방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현대적인 첨단 중약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자주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
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천사력(天使力) 제약의 심혈관치료제 심적환(心舒丸)
이 미국 FDA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마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최근
독성리스크로 영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지에서 중약의 판매가 제한되는 등 안
전성 문제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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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생물자원 보호 동향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
- 생물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할 때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게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요구
-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적으
로 발효되는데 2014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생물자원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등 자원이 풍부한 자원제
공국과 이용기술이 발달한 자원이용국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한 상황임
◦중국은 생물 유전자원이 풍부하고 관련 전통지식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어 자원제공국의 입장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중국의 이익이 자원이용국들로부
터 침해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 스위스 로슈사에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다 준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의 경우,
중국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을 원료로 개발되었으나 중국과
의 이익 공유는 없었음
-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중약 지식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유럽에서 특허를 받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기고 있음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중국은 축목법(畜牧法),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人类遗传
资源管理条例) 등에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음
- 축목법은 보호리스트에 있는 유전자원을 수출할 경우 이익공유 합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축목법 제16조)
-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는 기부자의 사전통지 동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파
생물은 중국 연구자와 국제 파트너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동 소유함을 명시
∙국가는 인류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에 사업에 관한 자격 심사제도를 운영한
다(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제7조)
∙인류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은 자원 및 지정동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인류유
전자원관리조례 제14조)
∙중국 내에서 중국인류유전자원으로 국제 합작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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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지식재산귀속은 명확하고, 연구성과 공유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제22조).
3) 중약품종보호조례(中药品种保护条例)

◦중약의 경우 중약품종보호조례를 통해 독점적 생산권이 보호되고 있음
- 중국 국내에서 제조한 중약품목 중 중성약, 천연약물의 추출물 및 그에따른 제
제, 중약의 인공제성품에 적용되며,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중약품목은 특허법에
따라 처리하고 본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중약품종보호조례 제2조)
◦조례의 핵심은 보호등급제도로 보호를 받는 중약품목은 1,2 등급으로 나누어짐
- 임상에 효과적인 중약 품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품질이 보장되
고 치료효과가 뚜렷한 중약품종에 대해 등급에 따른 보호제도를 실시(중약품종
보호조례 제2조)
- 중약품종보호조례 제6조 및 제7조에서 등급 조건을 규정
<표 25> 중약품종보호조례에 따른 등급 구분

등급

1급
2급

조건

특정 질병에 특수한 치료효과
국가 급 보호 야생 약재종의 인공제성품
특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
본조례 제 조 규정에 부합하는 품종 또는 급 보호에서 해제된 품종
특정 질병에 현저한 치료효과
천연약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과 특수제제
1

6

1

- 중약보호품목의 보호기간은 1등급 보호품목은 각각 30년, 20년, 10년이며 2등급
보호품목은 7년임(중약품종보호조례 제12조)
◦보호기간 동안에는 관련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인 생산권
이 보장
- 중약1급보호품종의 처방조성, 가공방법은 보호기간 내 중약보호품종증서를 가
진 생산기업 및 관련 약품생산경영주관부서, 위생행정부서와 관련기관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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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중약품종보호조례 제13조)
- 보호를 받는 중약품종은 보호기간 동안 중약보호품종증서를 획득한 기업에 한해
서 생산한다(중약품종보호조례 제17조)
4) 전리법에 의한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발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
이 가능하나, 유전자원 관련 특허에 있어서는 출처공개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의무
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나고야의정서
의 정신을 특허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의 견해차가 큰 상황임
- 출처공개와 관련된 주된 쟁점은 출처공개 의무화 여부, 출처공개의무를 위반한
특허에 대한 조치 등임
◦중국은 2008년 전리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허의 경우 출처공개를 의
무화하고 이에대한 위반을 특허의 거절 및 무효사유로 운영하고 있음
- 생물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의 경우 신청인은 신청문건 가운데 생
물유전자원의 직접적인 근원과 원시적 근원을 설명해야하며 원시적 근원을 설
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 그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전리법 제26조제5항)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취득 또는 이용하거나 그 유전자
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전레법 제5조제
2항)
- 전리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전리법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 제53조제2
항에 의하여 출원시 거절사유가 되고,
- 전리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출원시에는 전리법실시세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거절사유가 되고, 특허권 수여 후에도 전리법실시세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효사유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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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리법상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산업발전의 도모라고 하는 특허제도의 근본적 목적과 공익
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 또는 제3자에 의한
실시를 허락하도록 강제하는 권한
- TRIPS 협정 제31조와 제32조에서 특허권의 강제실시와 특허권의 몰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 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 하에 권
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
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
여 면제될 수 있다(TRIPS 협정 제31조(b)).
◦중국의 경우 전리법 제6장에 특허실시의 강제허가에 관한 장을 두고 있는데, 제48
조는 기관이나 개인의 신청에 근거한 강제허가 부여, 49조는 정부 등에 의한 특허
발명의 실시를 규정
-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국무원 특
허 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음
(전리법 제49조)
◦지난 2012년 5월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기존의 강제실시권 규정들을 통합하고 관
련 절차를 구체화한 전리실시강제허가방법(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을 시행
- 이 방법 시행 직전에 인도에서 Bayer사의 항암제 Nexavar에 대하여 의약품 최
초의 강제실시권이 실시된 바 있어, 중국의 움직임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의약품의 경우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도 기술이 부족해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 제품의 주요 원료 다수를 위탁생산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생산 가능할 것으로 파악
- 강제실시권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에이즈 치료제로, 중국은 Gilead
사의 Tenofovir를 111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Patent Pool에서 제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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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2013년에는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수혜
국에서 제외될 예정임
- 외국인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아
직까지는 강제허가가 부여되고 있지 않으나, 동 제도가 중국 정부의 다국적 제약
사와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강제실시권 행사의
주된 사유가 높은 약가에 있는 만큼,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도 있을 것으로 판단.
제5장 중국의 의약품 보험급여 및 약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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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의 의약품 보험급여 및 약가제도

1. 국가기본약물제도(国家基本药物制度)

◦국가기본약물이란, 정부가 현재 임상에 적용하는 각종 약품 중에서 과학적인 평가
를 거쳐 선별한 대표적인 약품
- 국가약품관리감독기관이 확정하여 공표
- 치료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안정적인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편리한
사용 등을 특징
- 국가는 해당 약품의 생산과 공급, 사용에 있어 타 약품에 비해 우선 적용을 보장
◦2009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위생부 등 9개 기관은 《국가 기본약물제도 구축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
- 규정에 따르면, ‘기본약물’이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수요에 맞고 약품 제제 유
형이 적절하며, 가격이 합리적이고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공평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약품을 의미
- 정부는 기본약물을 모두 기본의료보장 약품 목록에 등재하고, 정산 비율도 타
약물보다 현저히 개인 부담률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이 기본약물을 경제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2013.5.1부로 2012년판 국가기본약물목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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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목록에 비해 69% 증가하여 317개의 화학·바이오의약품과 203개의 중약
등 총 520개 약품으로 구성
- 항종양, 혈액, 산부인과와 소아과 영역에 집중적으로 증가
<표 26> 2012년 국가기본약물의 유형별 화학·바이오의약품 숫자

Therapeutic class

Antimicrobial
Anesthetic Drug
Nervous system drugs
Cardiovascular
Digestive system
Hematological system
Anti-allergy
Oncology
Regulation of water, electrolyte,
and acid-base balance
biological products
Dermatology
Ear-nose-throat
Contraception

Number of
Drug
43

8

18

35

24

22

5

26

8

4

12

4

Therapeutic class

Antiparasitic
Antipyretic analgesics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Psychiatric drugs
Respiratory
Urinary system
Hormone and drugs for regulation
of the endocrine function
Immune system
Vitamin and mineral deficiency
Detoxicant
Diagnostic medicine
Ophthalmology
Gynecology and obstetrics

Number of
Drug
8

11

23

10

7

24

3

6

7

5

10

9

1

참고: 일부 약품이 여러 적응증에 사용되어 합계가 317보다 큼

자료: Datamonitor, China Pricing and Reimbursement Market Acess / Pricing & Reimbursement

◦국가기본약물에 포함될 경우 판매량은 증가될 수 있으나 약가 인하의 타겟 역시
될 수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해득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본약물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까지 생산에서 임
상까지 모든 시스템을 규율하는 제도로 발전할 예정
- 국가기본약물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보다 많은 약물들이 목록에 포함될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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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사업을 하는 제약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기본약물과 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구분
<표 27>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과 국가기본약물목록의 비교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기본의료보험 지급 약품 비용 범위를 통제하
여 의료보험기금의 수지균형 보장
목적 ▫사회보험 취급기관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약
품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어 사람들의 기
본 의료 수요 만족
선정 ▫보험가입자의 안전과 치료효과
근거 ▫의료보험기금의 재정능력 약품의 가격
적용대상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효력 사회보험담당기관이 비용을 지불할 때 실행
,

국가기본약물목록

▫임상의사들의 합리적 의약 선택 지도
▫제약업체의 생산방향을 이끎으로써 기
본약물의 시장 공급 보장
▫임상사용의 합리성과 안전성
▫사회 기본 약물 사용 수준을 감안
▫전 사회 모든 국민
▫임상의사의 약물사용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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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보험급여
1) 중국의 공공 의료보험 개관

◦중국은 도시농촌거주민기본의료보험(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 도시농촌노동자기본
의료보험(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 신형농촌합작의료(新型农村合作医疗)의 3가지
기본 공공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13억 이상의 중국인이 세가지 보험중에 하
나에 소속되어 있으며, 보험목록에 포함된 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이들 의료보험은 환자 치료에 대해 일정한 환급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별로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개별 보험 내에서도 도시, 심지어 병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28> 3대 보험 체계 개관(2011기준)

도시노동지가본의료보험

대상
보험금 부담
지불 주기
환급율(외래)
환급율(입원)
가입자(백만)
수입(CNYbn)
지출(CNYbn)
관리

도시 노동자

가입자와 고용주
매달
55~75%

도시거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노동자를 제외한 도시거주민 모든 농촌 거주민
아동 학생 장애인 및 실업자
가입자와 정부보조금
가입자와 정부보조금
매년
매년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하며 고정비율 없음
(

,

,

)

20~40%

80~90%

50~65%

30~60%

252.3

220.7

832.0

482.1($74.4bn)

71.8($11.1bn)

204.8($37.7bn)

385.7($59.8bn)*

57.4($8.9bn)*

171.0($26.5bn)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

* 두 도시대상 의료보험의 2011년 수입대비 지출은 80%가량

자료: Datamonitor, China Pricing and Reimbursement Market Acess / Pricing & Reimbursement

◦공공의료보험 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진료비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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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담하여야함
-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35.3%에 달함(정부 28.7%,
정부외 기관 36.0% )
- 이러한 높은 본인 부담률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요구되며 인슐린 주사, 고가
브랜드 치료제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당뇨, 간염환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도시거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경우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国家基本医疗保险药品目录)

◦중국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갑/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국가기본의료보험약
품목록을 관리
- 성분명과 제형으로 등재되는 목록
- 목록의 약품은 도시농촌거주민기본의료보험, 도시농촌노동자기본의료보험, 신
형농촌합작의료의 3가지 기본 공공 의료보험을 통해 급여가 이루어짐
- 정부 보험목록 발표 후, 성정부에서 15%범위 내에서 을(乙)목록 추가제거 가능
- 중앙정부 보험목록은 갱신 권장기간은 2년이며, 갱신 할 때에는 성정부의 추가
의료보험 목록을 참고
<표 29>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의 유형별 특징

약품 성질

▫안전성·유효성이 증명되고
임상에 필수적
甲류 ▫사용범위
넓음
▫보통 저가
▫안전성·유효성이 증명되었
임상에 선택적
乙류 으나
▫사용범위가 다소 좁음
▫보통 고가

보장률
100%

급여 제한

질병이나 적응증에 제한
없음

～ 특정 질병이나 치료에
제한될 수 있음

양약 수 중성약 수
349

154

791

833

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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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목록 갱신은 2009년에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09년판 목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국가기본약물목록의 약품을 전부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갑류에 포함
※ 규정에 따르면, 갑류 목록의 약품은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각 지역도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국가기본약물의 정산 비율이 타 약물보다 높게끔 보장

- 2004년판 목록과 비교할 때, 신판 목록은 총 260개 약품이 추가되어 13.7% 증가
했으며, 이 중 갑종 약품은 53개가 추가되어 11.8% 증가하는 등 신규 의약품을
적절하게 추가
- 구 목록에서 일부 더 좋은 약물로 대체 가능한 부분 또는 사용자가 없는 약품을
목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약품 목록의 구조를 합리화
- 목록에는 없지만 응급 시에 필수적인 약품 및 특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약품
은 지역별로 지정 의료기관 신고제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적절한 심사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보험가입 환자의 치료 수요를 만족
<표 30>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의 유형별 약품 숫자

Therapeutic class

Antimicrobial
Antipyretic analgesics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nesthetic Drug
Nutrition
Immunomodulator
Anti-allergy
Mental disorder
Digestive system
Urinary system
Regulation of water, electrolyte,
and acid-base balance
Detoxicant
Biological products

Number of
Drug
46

35

29

19

18
15
57
94
21

21

28

Therapeutic class

Antiparasitic
analgesic
vitamin and miniral deficiency
Hormone and drugs for regulation
of the endocrine function
Oncology
Nervous system drugs
Respiratory
Circulatory system
Hematological system
specialty drug
Diagnostic medicine

20

자료: Datamonitor, China Pricing and Reimbursement Market Acess / Pricing & Reimbursement

Number of
Drug
23

20

21

83

87
79
39
99
54

12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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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에 등재될 경우 사용 대상이 중국 국민 전체로 늘어날 수 있
어 매출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음
-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약제비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그들의 약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다만 목록에 등재될 경우 약가 인하의 타겟이 될 수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음
◦제약산업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보험목록에 등재는 다소 불투명하
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약품목록은 ‘약품목록조절사업심사지도소조(药.品目录调整工作领导小组)’에서
주관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
- 중국 정부는 국가기본약물목록에 등재된 약품의 경우에는 국가의료보험약품목
록 갑류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다른 의약품의 경우 등재 여부나 등
재 유형(갑/을류)에 대한 투명한 정책은 없는 상황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보험목록 심사 전문가는 의약품의 임상에서의 요구, 안전성과 비용효과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를 밝힌 바 있음

- 목록 갱신 또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서, 최근의 갱신은 이전 목록이 발표된지
5년후인 2009에 이루어진 바 있음
- 다음 목록 갱신 시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었으나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 가격 및 부담률에 대한 협상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 있음
※ 최근 절강성(浙江省)의 보험 목록에 Beta Pharma의 Conman(icotinib)이 협상을 통해 등재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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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가제도
1) 약가제도 개관

◦중국 정부는 약품관리법과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등의 법령을 통해 약품 가격에 대
한 관리감독을 실시
-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가격은 시장경제에 의해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야 하지만,
도시기본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좋은
의료 서비스해야 하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 현재 국제적으로 의약비용을 통제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참고하여 약품 가격에
대해 관리 감독
◦약품관리법 제 55 조에 일부 약품은 법에 따라 정부 책정가격, 정부 지도가격을 실
시한다고 규정
- 약품관리법실시조례 제 48조에는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 리스트에 포함된 약품
및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 리스트 외에 독점 생산경영을 하는 약품은 정부 정가
또는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한다고 규정
-《도시 의약위생 법률체제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을 보면 기본의료보험 약물 사
용 목록에 등재된 약품, 예방약, 필요성이 있는 소아과 약품, 독점경영 특수 약품
은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책정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 정부정가는 통일된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제조비 고정비 ÷

(

)+(

)

운영이익

1-(

×

)

출고가격 세후
(

)

×

1+VAT

출고가격과 소매가격 차이의 상한

1+(

소매가
[그림 8] 국내 생산 의약품의 소매가 책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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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보험료
포함가
,

(CIF)

×

관세

×

운송비 보험료
포함가

×

1+(

)

,

(CIP)

1+VAT

+

항만료

과 소매가격
차이의 상한

1+(CIP

)

소매가
[그림 9] 수입 의약품의 소매가 책정 방식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법령과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가이드라인
이 2000년 발표된 약품정부정가방법(药品政府定价办法)임
- 예전에는 대다수의 의약품이 여러 업체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이어서, 가이
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이들 의약품의 가격 관리에 있음
◦국무원의 가격 주관기관(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은 국가기본의료보험 약물 사
용 목록에 등재된 갑종 약품 및 생산경영상 독점성을 갖는 약품(예를 들면 항종양
약, 성호르몬, 계획출산 관련 약품, 정신질환 약품) 의 가격 결정을 책임지고, 성급
가격 주관기관은 국가기본의료보험 약물 사용 목록에 등재된 을종 약품과 중약(중
국에서 한방생약을 지칭함) 가격 및 병원조제약 가격 결정을 책임짐
◦약품관리법 제 56조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시장 조정가격을 적용하는 약품에 대
해, 해당 약품의 제조업체, 운영업체와 의료기관은 공정성과 합리성, 성실과 신용
및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 원칙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
으로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제 48 조에서는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에 등재된 약
품 및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독점 생산경영 약품을 제외
하고, 전부 시장 조정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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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약제 요양급여 담당 기관

2) 정부정가 및 정부지도가 약가 책정 기본 원칙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사회 평균원가를 중시
- 정부의 약품 가격책정 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약품 가격책정은 생산경영자가 합
리적인 생산원가로 생산하고, 이에 적합한 이익을 취하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고, 약품 가격은 약품 품질과 효과의 차이를 반영하며, 약품의 합당한 가
격차를 유지하고, 신약 연구개발을 장려해야한다고 규정
- 법에 따라 정부 책정가격,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약품에 대해 정부의 가격
주관부서는 가격법에 규정한 가격제정 원칙에 따라 책정
- 약품 판매가격을 책정하거나 조정할 경우, 약품의 사회 평균 판매 비용, 판매 이
익률 및 유통 이익률에 대한 통제를 구현해야 함
◦국가·기업·소비자의 이익을 감안하는 한편, 약품 생산·유통 업체와 의료기관 등 제
3자의 이익을 동시에 감안해야 함.
- 정부의 가격 주관기관은 정부 책정가격과 정부 지도가격을 적용하는 약품 가격
에 대해 약품가격을 제정 및 조정할 때 약학, 의학, 경제학 등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해 심사·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제약업체, 약품 운영업체, 의료기관, 일반국
민 및 기타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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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에 따른 가격책정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종 약품은 서로 다른 제형이나 규격, 포장에 있어 단
위 유효성분의 가격을 기초로 적절한 가격차를 유지해야 함
- GMP는 비GMP 약품, 최초 연구개발약품은 복제약품, 신약과 우수한 품질의 유
명 약품은 일반 약품과 구별해서 품질에 따라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
∙GMP의 경우 비GMP 약품에 비해 주사제제의 경우 30%, 경구제제의 경우
25% 정도 높게 책정할 수 있음(이는 기업들의 GMP 적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GMP가 전반적으로 추진·적용된 이후에는 중단될 예정)
∙최초 연구개발 기업은 특허 만료 후에도 브랜드 가치와 품질의 차이에 따라
복제약품과 일정한 가격차를 둘 수 있음
◦약품의 효력과 안전성이 타기업이 생산하는 약품에 비해 현저하게 우수하고 치료
기간와 치료비용도 타기업보다 현저하게 낮은 동종 약품은 단독으로 가격책정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기업은 약품생물제품검정소의 샘플링 확인을 마친 품질 관련 내부관리기준
및 정부가 정한 관련 규정에 의거한 실제 단위당 생산원가 자료, 이 두 가지 서
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
- 또한, 전문가는 단독 가격책정 약품의 품질 차이에 관한 서류와 데이터의 진실성
과 신뢰성, 품질 차이로 인한 치료효과 및 안전성의 우수성, 신청한 가격 단독책
정 수준의 경제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심사
※ 단독 가격책정의 경우, 다국적제약사의 지식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음. 의약품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비했던 과거 중국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결국, 중국업체는 다국적제약사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심한 경우 중국
에서 출시되기도 전에 제네릭을 만들어서 팔 수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는 단독 가
격책정을 통해 높은 약가를 인정받아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 중국 소비자들의 다국적제약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로 인하여, 이 제품들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화학약품가격 단독책정 신청평가 지표체계(시행본)》化
学药品单独定价申报评审指标体系(试行)를 통해, 기업의 종합적인 현황, 생산과정,
약품 품질, 치료효과 및 안전성, 비용, 원가 및 가격, 약품가격 단독책정 수준의 합
리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자세히 규정

제5장 중국의 의약품 보험급여 및 약가제도

67

4) 을종 약품의 단계별 성급 정부 책정가격 실시

◦2001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배포한 통지에 의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책정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 중 을종 약품에 대
해서는, 단계별 성급 정부 책정가격을 실시
- 성급 가격 주관기관은 약품의 통상적인 명칭에 따라 15% 범위 내외로 해당 성
(省)에서 실시할 소매 최고가를 확정
- 《을종 약품 소매가에 대한 지도의견》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실제 조사자료
및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작성하고, 지역가격균형연결회의에서 검
토 및 논증 후에 확정
- 지역별로 을종 목록에 추가 등재된 약품의 가격은, 각 성에서 국가의 가격책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정
◦만일 어떤 중약이 전국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을종 목록에 등재되고 가격 모순점
도 비교적 명확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소매가 지도의견을 제시한 후 관련
지역 내에서 이에 의거해 적용할 수 있음
◦을종 약품에 대한 가격을 단독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약업체가 현지의
성급 가격 주관기관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
회는 약품가격의 단독 제정 검토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
5) 약품의 정부 책정가격 신고와 심사 비준 방법(政府药品价格申报审批办法)

◦중국 국내에 최초로 출시 및 판매되는 약품의 경우,
- 국가계획위원회 가격책정 목록에 등재되는 품목은, 생산운영업체가 성급 가격
주관기관을 통해 신청을 제출하고, 성급 가격 주관기관은 심사를 마친 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 전달·보고
- 성급 정부 책정가격 목록에 등재되는 품목은, 성급 가격 주관기관에 가격책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시판 중인 약품의 경우, 가격 주관기관이 새로운 가격을 심사 및 결정하기 전까지
는 기존 가격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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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약품 및 1종, 2종 신약의 경우,
생산승인 비준 및 본격생산 비준문서를 취득하거나 최초 수입등록 허가로부터 1년
이 지난 후에 생산운영업체가 신청하면 성급 가격 주관기관의 최초 심사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가격을 확정
◦동종 약품은 원칙적으로 연1회 가격심사를 받음
- 이 기간에 가격 주관기관은 약품의 실제 판매가격 등의 상황에 따라 가격을 적
시에 조정할 수 있으며,
- 생산운영업체 또한 시장 공급·수요 현황 및 생산원가 변동 등을 감안하여 가격
관리 권한에 근거해 가격 주관기관에 가격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표 31> 2010년 이후 중국의 약가인하

제품수
주요
치료영역
평균
약가인하
주요
영향기업

2010.12

2011.3

2011.9

2012.5

2012.10

2013.2

174

162

82

53

95

>400

심혈관계
항감염계

항생제
순환기계

호르몬제
내분비계

소화기계
혈액제제

CNS

19%

21%

14%

17%

항암제
혈액제제
면역체계

호흡기계
해열진통
당뇨

17%

15%

Eli Lilly

GSK

Sanofi

AstraZeneca

AstraZeneca

AstraZenec

Pfizer

BMS

Novartis

Takeda

BMS

Boehringer

Merck

Eli Lilly

Johnson &

Eisai

Eli Lilly

Ingelheim

GSK

Novartis

Johnson

Nycomed

Pfizer

Eli Lilly

Johnson &

Servier

Eisai

Novartis

Sanofi

GSK

Johnson

Pfizer

Novartis
Novo Nordisk

자료: Datamonitor, China Pricing and Reimbursement Market Acess / Pricing &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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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제제(医疗机构制剂), 주요 중약과 특수 약품 가격

◦병원제제(医疗机构制剂) 소매가격은 이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
- 소매가격은 제조원가와 5% 미만의 이윤으로 구성
◦중약 가격정책은 출하가격과 도매가격이 동일
◦마취약품과 1종 정신질환 약품의 유통부분 가격책정 방법은 《마취약품과 1종 정
신질환 약품의 판매가격 책정방법(麻醉药品和一类精神药品销售价格作价方法)》
의 규정에 따라 실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마취약품과 1종 정신질환 약품의 출하가격을 조정하고,
이후 각 지역은 상기 가격책정 방법에 따라 유통부분 판매가격을 확정
- 출하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 유통부분의 판매가격 역시 조정하지 못함
7) 저가 의약품 가격 상한 폐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4월26일 저가약품 가격 관리 관련 문제의 통지(关于
改进低价药品价格管理有关问题的通知,发改价格[2014]856号)를 발표
◦통지에 따르면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500개 이상의 의약품이 저가약품(低价药品)으
로 분류되어 정부가 제정하는 최고소매가가 폐지됨
- 저가약품의 기준은 1일 사용량에 해당하는 약품 가격이 서약의 경우 3元, 중약의
경우 5元 이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목록(国家发展改革委定价范围内的低价药品清单)을
참조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2014년 7월1일까지 저가약품 목록을 발표해야 함
※ 목록에 따르면 서약은 283개, 중성약은 250개가 해당

◦저가약품의 지정과 퇴출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정부지도가 약품이 가격·용법·용량의 변화가 발생하여 1일 사용량에 해당하는
비용이 저가약품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격 주관부분은 이를 즉시 저가약품에
포함시킴. 각 지방정부 가격 주관부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목록을 조정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저가약품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원가·용법·용량에 변화가 발생하여 1일 사용량에 해당하는 비용이 저가약품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즉시 저가약품 목록에서 퇴출되며, 가격 주관부문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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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가격을 다시 제정함. 각 지방정부 가격 주관부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고 소매가격을 제정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동 통지를 통해 저가약품의 공급부족 및 품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저가약품은 고가약품에 비해 마진이 적은 관계로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서지 않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업체들의 경우 비용절감 과정에서 약품 품질이 저하되어 안전문제도 발생
8) 가격 공표 및 검측

◦약품 가격의 명기 및 공표
- 약품관리법에서는 제약업체, 약품 운영업체 및 의료기관은 국무원 가격 주관기
관의 약품가격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약품 소매가격을 제정 및 명
기해야 하며, 폭리를 취하거나 소비자 이익에 해가 되는 가격 기만행위를 금지
한다고 규정
- 약품관리법 실시조례에서는 법에 따라 정부 책정가격과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
는 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제정 후에 정부의 가격 주관기관이 가격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간행물에 공표하고, 해당 가격 실시일자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
◦약품 가격 검측
- 약품 가격 검측이란 제약업체, 약품 운영업체 및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정부의
가격 주관기관에 해당 약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관한 것임
∙가격 검측 지정업체, 즉 정부의 가격 주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약품 가격 검측을 실시할 때 약품가격의 변동추이를 파
악·분석하기 위해 일부 제약업체, 약품 운영업체와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
으며 지정된 업체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함으로써 지원 및 협력해
야함
- 약품가격검측방법(药品价格监测办法)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국 약품
가격 검측 업무를 통괄해서 지도·배정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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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급 가격 주관기관은 통괄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약품가격 검측 업무
를 실시
∙중국 가격정보센터는 구체적으로 전국 약품가격 검측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
발, 가격 데이터의 수집·전송·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성급 가격 정보기관
은 해당 지역의 약품가격 정보수집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책임짐
- 지정업체가 가격 검측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만, 거부, 지연, 위조, 왜곡한
경우 및 가격 주관기관이나 가격 정보기관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가격 검
측 자료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가격 주관기관은 상응하는 처벌조치를 함과 아
울러 해당 기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함
9) 리베이트 및 약품무가격차 정책(药品零差价政策, zero markup)

◦약품의 리베이트관리 정책
- 약품관리법 제 59조에서는 제약업체, 약품 운영업체와 의료기관이 약품 판매 시
에 리베이트 또는 기타 이익을 주거나 받는 음성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
지하고 있음
∙제약업체, 약품 운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약품을 사
용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자, 약품 구매직원, 의사 등 관련자에게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금지
∙또한 상기 관련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제약업체, 약품 운영업체 또는 그 대리
인으로부터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 각 지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배포
∙예를 들면, 톈진(天津)시는 2003년에 《의료 종사자의 사례금·리베이트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배포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개업허가
증 취소 등의 처벌조치를 하되,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뇌물 수수자’로 처벌
∙닝보(宁波)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관한 신용기록 구축》, 《시급 병원 10
곳의 사례금 거절 약속 및 시위생국 감독조치》,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례
금·리베이트 수수 시 책임추궁 조례》 등 3가지 규정·제도를 제정하였는데, 특
히 후자는 ‘사례금’과 ‘리베이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책임추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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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병원의 의사 외에도 각 의료기관, 예방기관, 보건기관의 모든 위생기술
직원과 행정총무 직원으로 하였음
◦중국 제약산업계의 리베이트 현황
- 중국 제약업체들은 회의비,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관료, 병원
등에 뇌물을 제공해왔는데, 中国网에 따르면 2012년 상하이, 선전 주식시장(중국
인 전용A주)에 상장된 68개 제약사의 회의비가 30억위안(5400억원 가량) 넘음
- GSK 중국법인의 경우 회의비, 여행비 명목으로 30억위안을 부정 회계처리 하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위임원 4명이 입건되고, 최고 200억위안(약
3조53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예상되자 중국시장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베이징과 선전에서 임시적으로 수행한 약품무가격차정책(药品零差价政策)의 성공
이후, 의약품 처방에서 오는 이윤을 줄이고자 많은 도시와 병원에서 해당 정책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약품무가격차정책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원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해당 병
원이나 약국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현재는 상당한 수준의 병원 재원이 7%에서 15%에 달하는 의약품의 markup에
서 오고 있는데, 이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게다가 많은
병원들이 이를 이윤창출 수단으로 여겨 약품 과잉처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중국 정부에서는 의약품 markup을 줄이고자 오래전부터 시도해왔으나 병
원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2012년 7월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선전에서 약품무가격차정책 파일럿 프로그램
을 운영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 두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병원에 재
정지원을 할 수 있었음. markup이 사라진 뒤 병원은 예약비용이나 상담비용을
높인 바 있으나, 약품가격의 감소가 서비스비용의 증가를 상당한 수준에서 상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게다가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면서 의약품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2013년 현재 선전은 약품무가격차정책을 도입하고, 베이징은 우호병원(友谊医
院)에서 시작한 후 5개 병원에서 운영중임. 광동성은 2015년까지 모든 병원에 도
입할 예정이며, 복건성은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제6장 중국의 의약품 통관·유통 및 조달제도

제6장

73

중국의 의약품 통관·유통 및 조달제도

1. 통관제도
1) 통관절차(약품수입관리방법 참조)

◦요구 사항과 제출 서류
- 검사 신청은 약품경영허가증을 가진 독립 법인만이 가능하며, 약품 생산기업이
API와 제제 중간물을 수입할 경우 약품생산 허가증을 구비해야 하고, 마취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펩티드 호르몬 등은 수입허가증을 구비해
야함
- 수입기업은 수입약품 통관증을 해관에 신고하고, 해관은 약품 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수입약품 통관증에 의거해 수입약품의 통관수속을 처리함
◦통관증 처리절차
- 통관증 처리 절차는 약품 수입 준비 자료 검수, 등록 증명서(원본) 검사, 수리,
자료심사와 처리(관련 문서와 인수증 등의 사실 여부 검사, 통관 처리 수속)로
이루어짐
- 상기 규정에 부합할 시 약품수입관리방법 제11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약품은
'수입약품 통관서'와 '수입약품 항구검사 통지서'를 발부하며, 마취 약품 및 향
정신성 의약품들은 '수입약품 항구검사 통지서'를 발부함
-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약품수입 통관신청 수리거부 통지서를 발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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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수입약품 등록증 복사본
-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허가증 복사본
- 검사기관의 약품경영허가증과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원산지 증명서 복사본
- 구매계약서 복사본
- 송장과 화물 운송 명세서 복사본
- 출하 검사 보고서 복사본
- 약품 설명서 및 포장, 라벨 양식(원료약과 제제 중간물 제외)
- 국가 식품 약품 감독 관리국이 인증한 생물제품은 생산 검증 기록 요약본과 생
산국 혹은 지역약품관리국이 발급한 인증서 원본을 필요로 함
- 상기 각종 복사본에는 수입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함
◦항구검사 절차
- 항구 약품 검사소는 수입약품 항구검사 통지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곳에서 샘
플을 채취해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소재지의 약품 관리국에
보냄
- 항구 약품 검사소는 수입약품 항구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수입기업
과 연락, 규정된 화물 보관서에서 수입약품 샘플규정에 의거해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함
- 수입 기업은 샘플 채취 전, 출하 검사 보고서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공해야
함
- 항구 약품 검사소는 즉시 샘플을 뽑아 검사를 진행, 샘플 채취 후 20일 이내 검사
를 마치고 수입약품검사 보고서를 발부함
- '수입약품검사 보고서'에는 '규정에 적합' 혹은 '부적합'으로 검사 결과가 명기
돼야 함
- 만약 수입기업이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래의 항구 약품 검사소에 재검사를 신청 할 수 있고 또한 중국 약품
생물 제품 검사소에 재검사를 신청 할 수 있음, 생물 제품의 검사는 직접 중국
약품 생물 제품 검사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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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의약품 표본추출 규정(进口药品抽样规定)

◦약품수입관리규정(药品进口管理办法) 제23조에 의하면 항국 약품검사소는 수입약
품표본추출규정에 따라 현장 표본추출을 시행
◦특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검사용량의 3배를 추출
◦유형에 따른 추출량은 다음과 같음
- 원료의약품
<표 32> 원료의약품 표본 추출 방법

중량

표본 추출 방법

건 이내 건 추출
～ 건 건당 건 건에 미달할 경우 건으로 계산
～ 건 건당 건 건에 미달할 경우 건으로 계산
건 이상 건당 건 건에 미달할 경우 건으로 계산
건이상 건당 건 건에 미달할 경우 건으로 계산
당 건 추출 에 미달할 경우 으로 계산
당 건 추출 에 미다할 경우 으로 계산
매 당 건 추출 에 미달할 경우 으로 계산

- 10

포장 중량 10kg 이상
포장 중량 5～10kg(5kg포함)
포장 중량 1～5kg(1kg 포함)
1kg 미만

: 1

- 11

50

- 51

100

: 10

1

: 20

- 101

: 50

- 1001

: 100

- 100kg

- 50kg

-

1

10

, 20

1

20

, 50

1

50

, 100

100

, 100kg

1

20kg

, 10

1

100kg

, 50kg

1

50kg

, 20kg

20kg

- 주사제
<표 33> 주사제 표본 추출 방법

중량

소용량 주사제
대용량 주사제

표본 추출 방법

만개 병 이하 건 추출
만개 병 이하 건 추출
만개 병 이하 건 추출
만개 병 이상 만개 병 당 건 만개 병 미달할 경우 만개 병 으로 계산
～
포함 매 만병당 건 만병 미달할 경우 만병으로 계산
초과 투석액 포함 매 병 봉지 당 건 천병 봉지 에 미달할 경우
병으로 계산

- 2

(

)

: 1

- 5

(

)

: 2

- 10

(

)

: 3

- 10

(

)

: 10

- 100

1000ml(1000ml

- 1000ml

(

(

)

):

):

1

, 10

1

5000

(

1

(

)

10

, 1

)

1

(

)

1

, 5

(

)

5000

- 기타 각종 제제 : 매 2만통(병)당 1건, 2만통(병) 미달분은 2만통(병)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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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구제한

◦중국의 경우 국무원이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로 수입항을 제한하고 있음(약품수
입관리규정 제3조)
- 국무원이 비준한 항구는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대련시, 청도시, 남경시,
항주시, 영파시, 복주시, 하문시, 광주시, 심천시, 주해시, 해구시, 성도시,
중경시, 무한시, 서안시 18개 항구(약품수입등록업무지침 제2조 1항)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규정한 생물제품, 최초로 중국경내에서 판매되는 약
품,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약품은 도착지가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등 3개
도시가 관할하는 항구(약품수입등록업무지침 제2조 3항)
- 약품수입등록 항구는 최초 정해진 항구로 제한되며 다른 항구로 변경할 수 없음
(약품수입등록업무지침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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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제도
1) 중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

◦중국의 의약품 유통 채널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및 병원으로 구성
- 도매업자는 8～10%, 소매업자는 20～25%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World
Bankk, 2010)
- 생산자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기관과 의사는 의약품 이윤에 기반해서 커미션을
받고 있음
류 국가계획예방접종

1

백신

(

류
제약사 자가 1급도매
또는
류 수입상
자가
2

2

처방의약품 제약사
OTC

* 화살표 굵기: 유통량

지방
CDC

)

1급도매
또는
수입상

2,3급
도매상
2,3급
도매상

시·군
CDC
병원
소매약국

[그림 11] 중국의 의약품 유통 채널

자료: AT Kearney, China's Pharmaceutical Distribution: Poised for Change

◦2011년 5월, 중국 물가국에서는 향후 5년간 의약품 유통 채널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 목표는 연매출 $15.4 billion 정도 되는 3개의 전국적 도매상 창출
- 2009년도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는 13,000개 가량의 의약품 도매상과 388,000개의
소매상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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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국의 처방의약품 유통 채널

개수

국가기본약품목록
유통량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기타 고가의약품

3급병원

기타병원

소매약국

지역의료센터

1,300

20,000

400,000

70,000

낮음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높음
중간
낮음

중간
낮음
낮음

자료: AT Kearney, China's Pharmaceutical Distribution: Poised for Change

◦중국의 경우, 과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통해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진출을 제한했으나, 2011년 동 목록의 제한업종에서 의약품
유통업을 제외하였음
2) 2012년 의약품 유통 산업 운영에 관한 통계 분석 보고서

◦2013년 5월 30일 중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는 “2012년 의약품 유통 산업
운영에 관한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의약품 유통산업의 전체 규모 및 의약품 도매 및 소매상의 판매, 경영
상황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실시
- 업계의 발전 동향을 예측

[그림 12] 2008~2012년도 약품유통업 판매추세
자료: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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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유통산업은 양호한 기세로 발전중
- “전국 의약품 유통 산업 발전 계획 요강(2011～2015)”에 따라 산업 규모가 확대
되고 수익도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추세
- 2012년 의약품 유통 업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해서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1.1174조 위안
- 확대 추세는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4.5%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 유통 산업의 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기층 의약품 사용의 증가
- 의약품 도매시장 집중도에 구조적 변화
- 의약품 소매시장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체인점 비율은 여전히 낮음
-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의약품 유통 모델 혁신
- 박리 경영이라는 업계의 특징이 더욱 강화
<표 35> 2012년 매출액 상위 10개 의약품도매업체

순위

기업명

주영업이익(만元)

1

中国医药集团总公司

2

华润医药商业集团有限公司

6382658

3

上海医药(集团)股份有限公司

6167565

4

九州通医药集团有限公司

2940884

5

广州医药有限公司

2094074

6

重庆医药(集团)股份有限公司

1878934

7

南京医药股份有限公司

1802400

8

华东医药股份有限公司

1453414

9

四川科伦医药贸易有限公司

1303746

10

浙江英特药业有限责任公司

1056979

자료: 중국 상무부

1496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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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12년 매출액 상위 10개 의약품소매업체

순위

기업명

주영업이익(만元)

1

国药控股国大药房有限公司

476049

2

中国北京同仁堂(集团)有限责任公司

438312

3

重庆桐君阁大药房连锁有限公司

436248

4

中国海王星辰连锁药店有限公司

397000

5

广东大参林连锁药店有限公司

390870

6

重庆和平药房连锁有限责任公司

356000

7

云南鸿翔一心堂药業(集团)股份有限公司

325176

8

湖北同济堂药房有限公司

302038

9

辽宁成大方医药连锁有限公司

282419

浙江震元股份有限公司

227198

10

자료: 중국 상무부

3) 약품품질경영관리규범(Good Supply Practice)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업을 규제
- 약품관리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의약품안전제12기5개년계획에 따라 CFDA는
2012 년 6 월 24 일,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2015년 말까지 새롭게 수정된 의약품
GSP의 구현을 완료하도록 요청
◦2013.1.22부터 새로운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이 시행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조회사, 제조직원 이름, 생산설비 등 생산라인의 모든 정보가 추적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생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의약품 유통시 저장 온도와 습도까지 표준화하는 등 유통 관리 강화
- 유통업체 설립기준 강화로, 3단계 이상의 유통단계를 형성해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 온 의약품 도매업체 정리(현재 1만3천여개 정도에서 3천개 수
준으로 줄일 예정)
- 집업(執業)약사 자격자만 의약품 유통기업의 대표나 담당 책임자가 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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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제도
1) 중국의 의약품 조달 체계

◦중국의 의약품 조달은 중화인민공화국경매입찰법(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2000.1 발효)에 의해 규제
- 구체적인 절차는 수많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규제에 의해 집행
◦중국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련의 CBP(Centralized bidding process, 药品集
中招标采购) 규정을 발표
※ 药品集中招标采购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CBP관리 조직을 통해 입찰의 형태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
하는 방식을 의미. 본 제도의 목적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관리하고, 의료보험 약품에 의한 사회비용부담
을 감소시키는 등 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임

- 2001년 11월 6개 조달기구가 공동으로, 여러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규정한 의료
기관에서의 CBP 운영 절차를 발표
- 운영 절차에 따라 여러 기관들의 역할과 행정사항 발표
- 아울러 정부 기관들의 책임에 대한 개요도 제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음
-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가 CFDA와 의약품 CBP를 주관하며, 의료기관들의
활동을 감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의약품 CBP 가격과 관련된 문제를 관리
- CFDA가 인허가를 통해 CBP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
원회와 함께 CBP 감독
- CFDA가 뇌물 및 사기 등 CBP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감시
2) 중국의 의약품 조달 시장에서의 CBP의 위치

◦중국 정부 및 비영리 의료기관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성 단위 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
-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개별 성 정부가 허가하고 지정한 공식
리스트에서 수급하게 됨

82 중국의 제약산업 정책 제도 분석

- 가장 보편적인 조달 시스템이 CBP로, 중국 제약시장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는 대부분 CBP를 통하게 됨
◦중국은 2009년부터 의료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CBP도 개혁의 핵심 영역중에 하
나임
3) 구체적인 CBP,운영 방식

◦적용대상
-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설립된 병원들은 모두
CBP를 통해 의약품을 조달해야 함
- 특정 중약, 마약, 향정신성 및 방사성 의약품을 제외하고 CBP를 통해서 구매해
야 하는 관계로 각 성은 각자 CBP 약품 리스트가 있음
※ 2010년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기관에서의 CBP 사업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印
发医疗机构药品集中采购工作规范的通知)》에 따르면 국가가 특수 관리하는 마취제, 1·2급 향정
신성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독성의약품, 원료의약품, 중약재, 탕약 등의 약품은 CBP 약품 리스트에
등재하지 않아도 됨

- 의료기관은 전년도 구매량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CBP를 통해서 구
매해야 함
◦참여자
-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가 CBP에 참여하게 되는데, 2009년부터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의약품 공급자를 유통업자를 제외하고 생산자로 한정하는 규정들을
발표한 바 있음
- 많은 경우 조달 업무를 국가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와 CFDA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드파티 회사가 진행하는데, 개별 성에서 이 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서드파티를 정부가 운영하는 컴퓨터를 통한 CBP로 전환
하려고 계획 중인데, 관련 비용 절감 및 절차간소화가 기대됨
◦절차
- CBP 시스템은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구매량이 많은
경우 공개 경쟁 입찰이 사용
- 공개 경쟁 입찰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가격 협상 절차로 보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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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입찰은 전형적인 공고→제출→평가→낙찰→구매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결정
<표 37> CBP 제도의 주요 규정(2000～2009)

연도

규정

-

2000

의료기관에서의 시범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关
CBP

(

-

-

의료기관에서의 시범사업에 관한 약간의규정 医疗
CBP

(

의료기관에서의

사업 규범 医疗机构药品集中招标

CBP

采购工作规范)

-

의료기관에서의

CBP

(

감독관리에 관한 잠정 조치 医疗
(

机构药品集中招标采购监督管理暂行办法)
- CBP

2004

약품 가격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임시 규정 集中招
(

MOH,

SATCM,

SETC,

SFDA

and SPC

MOH, OSCRM, SATCM, SETC
and SFDA
MOH, OSCRM, SAIC, SATCM,
SETC, SFDA and SPC

NDRC

标采购药品价格及收费管理暂行规定)
-

진일보한 의료기관에서의 에 관한 약간의 규정 关
CBP

(

于进一步规范医疗机构药品集中招标采购的若干规定)

2005

MOH

于加强医疗机构药品集中招标采购试点管理工作的通知)
机构药品集中招标采购试点工作若干规定)

2001

관련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약품가격목록에 관한 통지 国家
(

MOH,

NDRC,

OSCRM,

SAIC,

SATCM and SFDA

NDRC

发展改革委关于印发《国家发展改革委定价药品目录》
的通知)

진일보한 의료기관에서의 사업 규범에 대한 의견
关于进一步规范医疗机构药品集中采购工作的意见
《진일보한 의료기관에서의 사업에 대한 의견》 관
련 문제에 대한 해석 关于印发《进一步规范医疗机构药

-

2009

CBP

(

)

-

CBP

(

MOH,

NDRC,

OSCRM,

SAIC,

SATCM and SFDA
MOH,

NDRC,

OSCRM,

SAIC,

SATCM and SFDA

品集中采购工作的意见》有关问题说明的通知)

참고: MOH=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 OSCRM=国务院纠风办, SAIC=공상행정관
리총국, SATCM=국가중의약관리국, SETC=국가경제무역위원회(현재 존재하지 않음), SFDA=CFDA의 전
신, SPC=NDRC의 전신
자료: china business review, drug procerement b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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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BP 제도의 주요 이슈

◦평가
-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 추출된 약학, 임상 등의 전문가 패널이 입찰에 들어온
의약품을 평가
- 평가 대상은 의약품의 질과 입찰한 의약품 가격의 경쟁력임
∙패널은 품질, 가격, 판매 후 서비스, 제조사의 평판등을 고려해서 3～5개의 후
보를 선정
∙의약품의 사용 패턴, 브랜드 인지도, 가격 대비 품질을 고려해서 투표로 최종
제품 결정
◦가격
- 최종 결정된 제품이 계약되기 전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정부의 가격 규정에 위
배되지 않는지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지역 사무소에서는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특허 보
호의약품을 포함한 2,400여개 의약품의 소매 가격을 정하고 있어, 이들의 상한
가격은 CBP에도 적용됨
- 낙찰 가격에 정부가 승인한 소매 이윤을 더한 가격이 허용된 소매가를 넘어설
수 없음
- 소매 이윤은 성마다 다르나 대체로 가격이 낮을수록 이윤이 높음
<표 38> 베이징 시의 허용 소매 이윤

단위 약가
(최소 소매포장 단위 당 元)

10元 이하
10元～40元
40元～100元
100元 이상

허용 이윤
30%

25%

20%

15%

참고: 소매 약가는 낙찰가격에 허용이윤을 더한 가격임.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이 있고, 입찰
자는 이론상의 최고 입찰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허용이윤과 상한가격을 이용할 수 있음
자료: china business review, drug procerement b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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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조달기구는 낙찰 기업에 낙찰 사실을 통보하고, 의료기관과 낙찰 기업은 통보
후 30일 이내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함
- 계약은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동 양식에
따르면 계약은 최소 1년간 유요하고, 의료기관은 제품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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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의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현황

1.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현황

◦자국 업체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잠재적인 성장률을 감
안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음
- 다국적 기업들 상당수가 특허 절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예산삭감이 필
요한 상황인데, 서방에서의 인력을 축소하고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진행하는 방
법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중국은 풍부한 연구자의 수,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자풀, 강화되어 가는 지식재산
권 및 동물실험에의 접근 용이성 때문에 의약품 연구 아웃소싱에 적합하게 여겨
지고 있음
- 낮은 비용, 질과 안전성의 향상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생산 아웃소싱 역시 다국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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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2011 상위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 매출 및 점유율

company

Pfizer
AstraZeneca
Bayer HC
Sanofi
Roche
Merck
Novartis
GSK
Novo Nordisk
Johnson&Johnson

Sales($m)

Multinational Market Share(%)

835

8.3

749

7.5

663

6.6

620

6.2

531

5.3

443

4.4

440

4.4

378

3.8

359

3.6

288

2.9

자료: 중국상무부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한 CRO나 CMO와의 계약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거래도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GSK는 중국의약집단(中国医药集团, sinopharm)과 중국 북부에서 백신 유통을
위한 co-marketing 계약을 체결
- Pfizer는 상해의약집단(上海医药集团, Shanghai Pharmaceutical)과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joint venture를 설립
- Sanofi는 중국의약집단과 희귀의약품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합동 연구를 시작
- 그밖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중국 기업과의 M&A도 늘어
나고 있는데, GSK는 남경미서제약(南京美瑞制药, Nanjing Meirui
Pharmaceutical) Sanofi는 민생약업(民生药业, Minsheng Pharma)을 인수하여
OTC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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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애로사항 분석
1) JCCT(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미중 합동통상무역위원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상업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대 정부 협의체
◦2012～2013에 의약품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음
- 의약품 등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인 규제 및 보험 정책 철폐
- 인허가 과정에서 우수 기관에 의해 수행된 외국의 임상자료 인정
- 외국인도 지방 기관에서 의약품 등의 인허가, 보험 신청 허용 및 지방에서 허가
된 제품의 전국 판매 허용
- CFDA와 FDA를 포함한 다른 규제기관과 상호 인정 강화. 등록절차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모니터링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임상데이터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
벌규정이 포함된 새로운 보호수단 규정
2) European chamber(유럽연합상공회의소,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EU회원국 기업체들의 시장 접근 향상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
pharmaceutical working group의 경우 중국에서 활동하는 29개의 유럽 제약사들
을 대표
◦2012～2013에 의약품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음
- 약가 및 보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제약사간에 대화채널 개선을 통해 공평하고 예측가능
한 약가시스템 및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약가 및 입찰에서 혁신성과 품질의 중요성 인식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을 최소한 2년에 한번씩 개정해서 최신의약품에 대한 중
국 환자들의 접근권 보장
∙GMP와 GCP 기준의 엄격한 적용
∙가격 비교가 공평하고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제품의 질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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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있고 투명한 입찰 절차 확보
∙지역마다 절차나 법의 해석 또는 집행의 차이를 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관
성 있고 조화로운 약가, 보험 및 관련 규제 확보
-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임상시험승인 절차를 EU나 다른 국제기준과 조화(신청 후 60일 이내 승인)
∙ICH Guidelines에 따른 외국의 임상데이터를 인정
∙수입의약품에 대한 외국의 품목허가증(Certificate of Pharmaceutical Product)
제출을 CFDA 평가 과정 중에 제출 허용(현재는 외국의 품목허가증이 CFDA
절차 시작의 전제조건)
∙중국 약전을 (a) 명확한 의료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b) 제조사들과 적절
한 사전 조율을 거치고 (c) 규제 변경을 진행할 때 국제기준과 관련 타임라인
에 따르고 (d) 이미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국제표준을 따르는 등 중국
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약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국가필수약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도 도시 및 지역 의료센터에서 판매
허용
- 지식재산권 강화
∙지식재산권제도를 좀더 엄격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
∙R&D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 자료가 복제 의약품 신청 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복제 의약품이 CFDA의 인허가절차를
시작할 수 없도록 제도 도입(허가특허연계)
∙무단복제의약품(counterfeit medicines)이 설 자리가 없도록 효과적인 적발 및
퇴출 정책 시행
3) 2012 Special 301 Report

◦Special 301조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된 미국의 통상법 조항
◦2012년도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료독점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독점기간 만료 전에, 심한 경우 오리지
날 의약품이 허가 받기 전에 CFDA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내주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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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기업들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 현황

◦제약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의 주된 무역상대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2012년 기준)
- 수출은 1.37억불(원료 0.7억불, 완제 0.66억불)로 일본 베트남에 이어 우리의 3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 수입은 4.55억불(원료 3.8억불, 완제 0.75억불)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이어
5번째 수입국에 해당
◦혁신형제약기업 41개사의 중국 현지법인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혁신형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보건복지부 장
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으로
- 국내 제약산업에서 업체수 기준으로는 7.7%, 생산액 기준으로 51.2%의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기업군임(2011년 기준)
<표 40> 혁신형제약기업의 중국 내 법인 운영 현황

회사

현지법인명

CJ제일제당 중국
LG생명과학
SK바이오팜
SK케미칼 북경의약과기유한공사
광동제약
绿十字[中国]
녹십자
生物制品有限公司
CJ

LG Life Sciences(beijing) Co., Ltd.

설립년도 지분
(%)
1994

2010.7.29

100

2002

100

2005

100

2010.9.06

100

1995

98

SK Bio-Pharmaceutical
Technology(Shanghai) Co, Ltd.

Kwangdong Vina Co, Ltd.

대웅제약
대원제약

사업내용

식품의약품
임상 및 마케팅
사업개발
관리
중국 허가 등록용
식재업
중국내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의약품 등록
의료기기
등록 및 수출입 화장품 식품
수출입
제품등록 정보수집
수입상관리
, Outsourcing

, C&D,

Beijing Daewoong Pharmaceutical
2007.07

100

2011

100

R&D Center Co., Ltd

한국 대원제약 주 북경대표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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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바이오니아
신풍제약
안국약품
일양약품
일양약품
일양약품
한국콜마
한미약품
현대약품

현지법인명
Bioneer Trade Shanghai co. Ltd.

설립년도 지분
(%)
2008

100

1995

45

2011

100

1998

52

1996

45.9

2008

60

2007

100

1996

73.68

TIANJIN SHINPOONG
PHARMACEUTICAL. CO., LTD

북경안국시대의약과기유한공사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
일양한중무역유한공사
KOLMAR COSMETICS(BEJING)

북경한미유한공사

사업내용

유전자 연구 진단 제품 판매
의약품제조 및 판매
의약품 등록 판매
신규사업 개발
의약품 및 생산 판매
드링크 제품 원비디 생산 판매
원비 중국 유통 및 對 중국
무역수출
화장품 제조 판매
중국내 의약품의 개발 등록
판매
중국 의약품 진출 중국 신약
사와 신약 도입 및 공동
연구 사업
/

,

R&D

(

)

-D

,

,

Hyundai Pharm Beijing
2008
Representative office

91

100

ven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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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애로사항 조사
1) 조사개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제약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음
- 대상기업은 총 5개사로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중국 의약품 시장에 참여
하고 있음
◦외국의 보고서에서 밝혀진 다국적 제약사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중심
으로 질의사항을 구성하였음
<표 41> 중국 현지 방문을 통한 주요 질의사항

분야

▫

내용

의 인허가 절차 지연에 관한 구체적 사례
에만 년가량 소요 국제 기준은 일 가량
▫ 국산의약품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수입의약품은 에서 접수·허가하는
이원적 운영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 한국 임상시험 자료 인정의 필요성 및 상호인정에 필요한 과학적·논리적 근거
▫ 수입제네릭 의약품 등록시 신약 수준의 자료제출 을 요구하여 국산 제네릭과 차별이
존재하는지
▫ 수입의약품 심사시 중국 자체 규격 적용 요구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해당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국제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 영문 서류의 인정 필요성
▫ 규제에 관련된 사항의 신설·개정 시 충분한 기간 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및 피해사례
년 약전 개정시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아 국제 규격에 적합한 유럽
제조사들의 백신 공급이 중단된 사례
▫ 기타 인허가기간 요구자료 임상례수 등 인허가와 관련된 애로사항
▫ 의약품 수입신고가 최초로 수입신고한 항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여부
▫ 의약품 수입시마다 지역 약검소에서 실시하는 샘플 검사의 문제점
▫ 그밖에 통관과 관련된 애로사항
CFDA

* Clinical Trial Approval

1

(

,

인허가

(CP)

* 2010

,

통관

,

60

)

CFDA

,

CP

93

제7장 외국 기업의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현황

분야

내용

▫ 현지에 판매법인 설립이 필요한지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등으로 인하여 내국
인과의 법률상 제도 운영상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 의약품 정부 조달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 의약품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직간접
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약품판촉의도덕준칙 반부정당경쟁법 등 관련
▫ 그밖에 유통과 관련된 애로사항
▫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 기타 애로사항
▫ 관련 애로사항
▫ 그밖에 생산과 관련된 애로사항
▫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권장기간 년 에 갱신되지 않아 실
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 가격산정 또는 급여와 관련된 사항 공포 시 충분한 기간 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및 피해사례
▫ 약가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
▫ 그밖에 급여와 관련된 애로사항
▫ 수입 의약품의 임상시험 자료 등에 대한 자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
위조된 외국 임상시험 자료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국 보고서
▫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가능성 및 국내 기업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지
▫ 중국 정부가 의약품 관련 특허 정보를 인터넷 등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
고 있는지
▫ 인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감안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위조의약품으로 인한 기업의 실질적 피해 사례
▫ 중국의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동향 및 우리 기업에의 예상 피해 정도
▫ 그밖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애로사항
, GSP(

)

,

유통

,

(

생산

,

)

,

GMP

(2

급여

*

-

지식재산권

,

)

94 중국의 제약산업 정책 제도 분석

2) 인허가 분야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CFDA
의 등록 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 담당자들에 따르면 임상시험 승인까지 빠르면 1년 보통 2년가량 걸리고,
허가 완료까지는 제네릭 84개월 신약의 경우 5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함
※ 의약품 기술심사평가를 담당하는 약품심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신청 후 임
상시험 승인까지 신약 4개월, 제네릭 24개월 소요

- CFDA의 관리가 뇌물을 받고 허가해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의약품 등록관리가 엄격해졌다고 함
- 인허가 절차 지연은 CFDA의 인력부족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단시일내에 해
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함
◦등록 절차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multicenter trial을 이용하거나, 제네릭
에서 신약 중심으로 품목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언급
- multicenter trial의 경우 임상 2상까지 외국에서 완료한 후 3상부터는 중국과 같
이 진행하는 방식
※ 다만 multicenter trial은 다국적 기업의 혁신신약 정도 되어야 CFDA에서 인정해 줄 정도로 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 CFDA의 한정된 심사자원이 제네릭보다 신약에 집중되고 있는데, CFDA가 2013
년도 초에 발표한 《약품 심사개혁 강화 및 진일보한 혁신에 관한 의견》에 따
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함
◦의약품 등록 시 외국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를,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언급
-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는 과정으로, 한국
에서 허가된 제품을 중국에 등록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 임상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점에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약품등록관리방법에 규정된 임상례수(신약 3상의 경우 300례)는 가교시험 수준 이나 실제 CFDA에
서는 매번 full 임상을 요구한다고 함

- 한중 양국의 일부 병원을 지정하여 지정된 병원에서의 임상결과를 상호 인정하
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중국과 대만간에 체결된 “의약품 및 보건문제와 관련한 양안간 협력 계약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임상시험에서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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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관·유통·생산 관련 조사결과

◦수입 의약품 통관시 항구 약품검사소에서 샘플 추출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과도
한 수준의 샘플 검사 때문에 통관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있음
- 특히 매 배치(batch)마다 샘플추출이 이루어지는데,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 의약
품에 비해 배치당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애로점이 있음
※ 의약품샘플링규정에 따르면 2만개 당 1건식 샘플검사가 이루어지는데, 2만개 미만인 경우에도 2만개
로 취급

◦중국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판매법인 운영을 원하는 업체들이
있으나 설립이 쉽지 않다고 함
- 신 GSP 규정에 의하면 판매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만5천평 이상의 창고가 필요
한 등 갈수록 설립이 까다로워 지고 있음
- 의약품 유통단계를 단축시켜서 대형 도매상 위조로 유통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다수 도매업체들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
◦과거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GMP 현장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신GMP 실시에
따라 중국 심사관이 한국의 공장을 방문하여 GMP 실사를 진행하기 시작
4) 약가·보험급여 관련 조사결과

◦중국의 경우 보험 목록 갱신이 개별 기업의 신청이 아닌, 중앙 정부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를 주관하는 약품목록조절사업심사지도소조(药.品目录调整工作
领导小组)의 위원 추천기준, 등재기준 등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함
◦보험 목록 갱신, 기타 인허가 등 제도 변경시 행정예고를 하고는 있으나 우리 업체
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중국의 경우 행정예고가 된 경우, 대부분 그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루트를 통해 행정예고 전에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루트가 없어 필
요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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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결과

◦중국도 혁신 신약이 많지 않아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를 요청하는 자국 기업이
많지 않으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약 개발을 지원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
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함
- 일부 신약을 연구개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필요성
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함
◦중국 정부에서 생물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해놓은 상황은 아니라고 함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취득 또는 이용하거나 그 유전자
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전리법 제5
조제2항을 대표적인 중국 정부의 유전자원 보호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음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제8장

97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세계 3위의 의약품 시장이고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
로 중국 제약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인구 증가, 도시화 가속화, 비만·음주·흡연으로 인한 성인병 발병 가능성 증
대 등의 요인으로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국적 제약사들도 시장·생산기지·R&D센터 등의 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임
- 중국의 WTO 가입 및 한중 FTA 협상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의약품 등록 분야에서는 심화되는 등록 지연, 반복해서 실시되는 임상시험 등의 문
제가 있으나 CFDA에서는 심사개혁을 통해 극복해나가고 있음
- 중국 제약산업도 다수의 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2013년 기준으로 20번
째 이상에 해당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신청이 1039건(ANDA 신청의 42.8%)를
차지하는 등 제네릭 중복 신청이 심각한 상황
- 반복적 임상시험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multi-center 약물의 임상
시험 절차를 이용하고 있거나, 상호 인정을 위한 양자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약품 심사개혁 강화 및 진일보한 혁신에 관한 의견》, 《신약등록 특수심사비
준관리규정》 등을 통해 의약품 등록심사에서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큰 신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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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원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으
나,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단계부터 중국 시판을 염두에 두고 multi-center 임상
시험 절차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서 제품 출시시기를 앞당기거나, CFDA에서
집중적으로 심사자원을 투입하는 제네릭 품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
람직함
∙《약품 심사개혁 강화 및 진일보한 혁신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소아용 의약
품의 경우 등록심사에 심사자원을 집중하여 빠른 등록이 가능할 뿐더러, 약가·
보험·조달에서 정책적으로 우대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전략 제품
이 될 수 있음(CFDA에서도 “2012년도 의약품 등록심사보고서”에서 소아의약
품을 주요 등록 분야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음)
∙등록된 제품이 적어 시장에서 경쟁이 불충분한 제네릭 역시 심사자원이 집중
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3～
14년에 걸쳐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네릭 등록 신
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013년도 의약품 등록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글리
벡(imatinib mesylate)의 경우 오리지날 특허 만료 후 출시할 것을 전제로 특
수심사절차를 통해 심사평가를 마친 바 있음)
∙전통 처방과 현대 기술을 접합한 제품의 경우도 등록 심사에 우대가 있기 때문
에(“2013년도 의약품 등록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명나라 경산전서 중 통사요
방에서 유래한 처방을 현대기술로 재해석한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 완통지
사연효낭(缓痛止泻软胶囊)가 심사자로부터 크게 호평받은 바 있음), 한중 기
술제휴 등을 통해 중성약 시장이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함
∙중국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질병군에 대한 제품이 있을 경우 전략적으로
등록을 추진해볼 수있음(“2013년도 의약품 등록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황반변
성 치료제인 Conbercept ophthalmic injection의 경우 임상적 필요성으로 인하
여 특수심사절차를 통해 등록이 진행됨)
◦의약품 지식재산권의 경우 전리법, 상표법, 약품관리법 상의 자료독점권 및 모니터
링기간 동안의 판매독점권, 반부정당경쟁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 특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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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중약·생물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임
- 중국은 생물 유전자원이 풍부하고 관련된 전통지식이 고대 경전 등을 통해 축적
된 대표적인 자원제공국으로, 중국 정부도 생물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법적·정
책적 수단을 다양하게 횔용하고 있음
-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국 국내에서 제조한 중약품목은 중약품종보호
조례를 통해 독점적 생산권이 보호될 수 있음
-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2008년 개정된 전리법 상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출처공개가 의무화되고, 법령을 위반하여 완성된 유전자원에 의존
하는 발명창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규정임
-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일부 천연물 신약의 경우 중국이 유전자원의 종주국임을
주장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음
◦중국의 약제 요양급여 제도는 국가기본약물제도, 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및 각종
약가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제도의 적용 여부가 특정 품목의 판
매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변화 양상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본약물목록에 등재된 약품의 경우,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자동 등재되고 개
인 부담률도 낮기 때문에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나 약가가 낮게 형성됨
- 의료보험약품목록의 경우 13억 이상의 중국인이 가입하고 있는 3대 기본 공공의
료보험을 통해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제약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
록임
∙다만 목록 등재가 투명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많음
∙실제 목록 등재에 관한 행정예고 전에, 다국적 기업들과 중국 정부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루트가 없어 충분
히 의견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함
∙약품가격은 정부정가, 정부지도가, 시장조정가로 구분되는데 기본의료보험약
품목록 및 독점생산경영을 하는 약품의 경우에는 정부정가나 정부지도가가 적
용됨
∙정부정가는 통일된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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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제품이라도 효과·안전성 등 품질이 우수한 경우 약가 가산을 받을 수
있어 다국적 기업들이 단독 가격책정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음. 우수한 품질에
는 브랜드 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약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저가약품의 경우에도 가격 상한 폐지에 따라 적절한 이윤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저가약품 목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 리베이트는 중국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베이징과 선전을 중심으로 병
원에서 의약품 이윤을 제거하는 약품무가격차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의약품 유통분야 역시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나 정책적으로 규모화
를 추진하고 있고, 조달의 경우 CBP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국가기본약품목록은 소매약국,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은 병원, 기타 고가의약품
은 3급병원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여러 단계의 도소매상을 거치는 복잡
한 유통 채널이 존재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유통단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GSP 개정을 통해 유통법인 설립 기준을 강화하여 소규모 업체들의 신규 진입도
차단하고 있음
∙도매시장의 경우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소매시장의 경우 체인점의 비율
이 여전히 낮은 상황임
∙영업이익은 계속 낮은 상황으로 업체들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유통
모델을 실험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유통법인 설립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쉽지 않은 상황임. 중국 의약품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자
의 상황에 유리한 유통 모델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중국 정부 및 의료기관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CBP를 통해 구매하는데, 이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관리하고, 의료보험 약품에 의한 사회비용부담을 감소시키
고 있음
- 성마다 절차, 허용되는 소매이윤 등이 다르므로 성에 따라 접근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CBP agency를 통해 조달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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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시장의 규모 및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
나,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하여 제약 선진국과의 통상 마찰이 적지않게 존재함
- 인허가 분야에서는 외국에서 수행한 임상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필수의료보험약품목록의 갱신이 지연되고 있어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이
중국 시장에 적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 약가 산정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도 주된 이슈임
- 의약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침해에 대해 미온
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이 있음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약 선진국들이 중국에서 겪는 문제
점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제약시장은 인구 정체, 대규모 약가인하 등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반면
에, 중국 시장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어 다수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다양한 형
태로 진출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항생제 등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혁신신약
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임상적 요구가 높은 신약 중심으로 중국 시장 진출 품목
이 변화될 수 있음
- 정부에서도 중국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제약기업들의 중국 시
장 진출 현황 및 미래 전략품목 등을 파악하여, 진행중인 한중 FTA 등 통상 협
상에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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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은 2001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차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으며, 이에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
국약품관리법》을 공포하는 바이다. 이 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江澤民 주석
년 월 일
(

2001

1984년 9월 20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2001년 2월 28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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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약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약품품질을 보증하며 인체용 약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
민의 신체건강과 약품사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약품의 연구개발.생산.경영.사용.관리감독에 종사하는 기
관 또는 개인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현대약과 전통약을 발전시키고 이 약들이 예방.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역할
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국가는 야생약재자원을 보호하며 중의약재의 재배를 장려한다.
제4조 국가는 신약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며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이 신약을 연구.개발
하는데 있어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5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전국의 약품감독 관리작업을 주관한다. 국무원의 유관
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약품과 관련된 감독관리작업을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약품감독 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약품과 관련된 감독관리작업을 책임진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국가가 제정
하는 약품산업의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약품생산기업의 관리
제7조 약품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기업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치고 《약품생산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약품생산허가
증》을 상공행정관리부서에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약품생산허가증》이 없는 경우 약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품생산허가증》에는 마땅히 유효기간과 생산범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심사하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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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감독관리부서는 약품생산기업의 설립을 비준하는데 있어 이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하는 조건 이외에도 마땅히 국가가 제정한 약품산업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에 부합하여
중복건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 약품생산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이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 법에 의거하여 자격인정을 거친 약학기술인원.공정기술인원.관련기술인원의 구비
(二) 당해 약품생산에 상응하는 공장.시설.위생환경의 구비
(三) 생산하는 약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와 품질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구.인원 및 필
요한 의료기기설비의 구비
(四) 약품품질을 보장하는 규장제도의 구비
제9조 약품생산기업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약
품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여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규정에 따라 약품생산기업이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 의 요구
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에 합격하는 경우 인증증서를 발급한다.
《약품생산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실시절차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
가 규정한다.
제10조 중의약 탕약재를 정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표준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비준한 생산공법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생산기록은 반드
시 완전하고 적확하여야 한다.
약품생산기업은 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원비준부서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의약 탕약재는 반드시 국가의 약품표준에 따라 정제하여야 한다.
국가약품표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
서가 제정한 정제규범에 따라 정제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한 정제규범은 마땅히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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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약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보조재는 반드시 약용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약품생산기업은 반드시 그 생산하는 약품에 대하여 품질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약품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제정한 중의약 탕약재정제규범에 따라 정제하지 아니한 경우, 출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수권한 성.자치구.직할
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치면 약품생산기업은 약품의 생산위탁을
접수할 수 있다.

제3장 약품경영기업의 관리
제14조 약품도매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기업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치고 《약품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약품소매기
업의 설립은 반드시 기업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치
고 《약품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약품경영허가증》으로 상공행정관리부서에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약품경영허가증》이 없는 경우 약품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품경영허가증》에는 마땅히 유효기간과 경영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심사를 받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약품경영기업의 설립을 비준하는 데 있어 이 법 제15조 규정에 의
거하는 조건 이외에도 마땅히 합리적인 배치와 대중의 편리한 약품구매의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5조 약품경영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 법에 의거하여 자격인정을 거친 약학기술인원의 구비
(二) 경영하는 약품과 상호 상응하는 영업장소.설비.저장시설.위생환경의 구비
(三) 경영하는 약품과 상호 상응하는 품질관리기구 또는 인원의 구비
(四) 경영하는 약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규장제도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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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품경영기업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약품을 경영하여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규정
에 따라 약품경영기업이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실시절차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
가 규정한다.
제17조 약품경영기업이 약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상품입하조사검수제도(進貨檢査驗收
制度)를 구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약품합격증명과 기타 표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규정
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약품경영기업의 약품구입 및 판매에는 반드시 진실되고 완전한 구매 및 판매기록
이 있어야 한다. 구매 및 판매기록은 반드시 약품의 통용되는 명칭.제형.규격.로트번호.
유효기간.생산공장.구(판)매기관.구(판)매수량.구매 및 판매가격.구(판)매일시 및 국무
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하는 기타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약품경영기업은 약품을 판매할 시 반드시 적확하고 오류가 없어야 하며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처방의 배합은 반드시 대조확인을 거쳐야 하며
처방에 열거된 약품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하거나 또는 대용(代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합금기 또는 조제량 초과의 처방에 대하여는 마땅히 배합을 거절하여야 한다. 필요
시에는 처방의사의 수정 또는 재서명을 거쳐야만 비로소 배합을 할 수 있다. 약품경영
기업은 중의약재료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생산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 약품경영기업은 반드시 약품보관제도를 제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냉동.
동상방지.방습.방충.방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약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약품의
입고와 출고는 반드시 조사제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도시와 농촌의 정기시장과 무역시장에서는 중의약재를 판매할 수 있으며 국무원
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와 농촌의 정기시장과 무역시장에서는 중의
약재 이외의 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약품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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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소매기업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도시와 농촌의 정기시장과 무역시장의 지정된 장
소에서 중의약재 이외의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장 의료기구의 약제관리
제22조 의료기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자격인정(資格認定)을 거친 약학기술인원을 배
치하여야 한다. 비약학기술인원은 약제기술작업에 직접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의료기구는 제제를 조제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
생행정부서의 심사결정과 동의를 거쳐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
관리부서가 비준하고 《의료기구제제허가증》을 발급한다. 《의료기구제제허가증》이
없는 경우 제제를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구제제허가증》은 마땅히 유효기
간을 명기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받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4조 의료기구는 제제를 조제할 경우 반드시 제제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관리제도.
검증기기.위생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의료기구가 조제한 제제는 당해 기관의 임상에 필요하고 시장에서 공급되지 아니
하는 품종이라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서
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조제를 할 수 있다. 조제한 제제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품질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격한 경우 의사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구가 사용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료기구가 조제한 제제는 국무원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의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의료기구 사이에서만 배합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구가 조제한 제제를 시장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의료기구가 약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입하조사검수제도를 구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약품합격증명과 기타 표식을 명기하여야 한다.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의료기구의 약제인원이 처방을 배합하는 경우 반드시 대조확인을 거쳐야 하며 처
방에 열거된 약품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하거나 대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합금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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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량 초과의 처방에 대하여는 마땅히 배합을 거절하여야 한다. 필요 시에는 처방의사
의 수정 또는 재서명을 거쳐야만 비로소 배합이 가능하다.
제28조 의료기구는 반드시 약품보관제도를 제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냉동.동상
방지.방습.방충.방서 등의 조치를 채택하여 약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5장 약품의 관리
제29조 신약을 연구.제작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진실되
게 연구제작방법.품질지표.약리 및 독리(毒理)실험결과 등 관련자료와 견본을 보고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임상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약물임상실험기구자격의 인정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임상실험을 완성하고 심사비준에 통과된 신약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비준하고 신약증서를 발급한다.
제30조 약물의 비임상안전성평가연구기구와 임상실험기구는 반드시 약물비임상연구품질
관리규범(藥物非臨床硏究質量管理規範).약물임상실험품질관리규범(藥物臨床實驗質量
管理規範)을 각각 집행하여야 한다. 약물비임상연구품질관리규범.약물임상실험품질관
리규범은 국무원이 확정하는 부서가 제정한다.
제31조 신약을 생산하거나 또는 이미 국가표준이 있는 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
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약품비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준번호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중의약재와 중의약 탕약재품종은 제외한다.
비준번호관리를 실시하는 중의약재.중의약 탕약재의 품종목록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중의약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약품생산기업은 약품비준번호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당해 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제32조 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의약의 탕약재는 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포한 《중화인민공
화국약전(中華人民共和國藥典)》과 약품표준은 국가약품표준이다. 국무원 약품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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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서는 약전위원회(藥典委員會)를 조직하고 국가약품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
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약품검증기구는 국가약품표준품.대조품의 선정을 담당
한다.
제33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약학.의학.기타 기술인원을 조직하여 신약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진행하며 이미 생산을 비준한 약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진행한다.
제34조 약품생산기업.약품경영기업.의료기구는 반드시 약품생산.경영자격을 갖춘 기업으
로부터 약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준번호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중의약재
의 구입은 제외한다.
제35조 국가는 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의료용독성약품.방사성약품에 대하여 특수관리
를 실시한다.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6조 국가는 중의약 품종보호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7조 국가는 약품에 대하여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8조 치료효과가 부정확하거나 반응이 불량하거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체의 건강
을 훼손하는 약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제39조 약품의 수입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심사를 거쳐 품질표준에 부합
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임이 확인되어야만 수입을 비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입약품등
록증서를 발급한다. 의료기관의 임상에 급히 필요하거나 또는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수
입하는 소량의 약품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는다.
제40조 약품은 반드시 약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항구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며 약품을 수입
하는 기업이 항구 소재지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기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은 약품
감독관리부서가 작성한 《수입약품통관명세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수입
약품통관명세서》가 없는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구 소재지의 약품
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약품검증기구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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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에 대하여 견본검증을 실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증비용을 수취한다. 약품수입을 허가하는 항구는 국무원 약품감독
관리부서가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제기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41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다음에 열거된 약품에 대하여 판매 전이나 수입 시에
약품검증기구를 지정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에 불합격한 경우 판매하거나 수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하는 생물제품
(二) 최초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약품
(三)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약품
전항에서 열거한 약품의 검증비용항목과 요금표준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가격주
관부서와 회동하여 조사 결정하고 공고한다. 검증비용의 납입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42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미 생산을 비준하였거나 또는 수입을 비준한 약품
에 대하여 마땅히 검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치료효과가 부정확하거나 불량반응이 심각
하거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품에 대하여 마땅히 비준번호
를 취소하거나 또는 수입약품등록증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미 비준번호가 취소되거
나 또는 수입약품등록증서가 취소된 약품은 생산.수입.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생
산하였거나 수입한 경우 현지의 약품감독관리부서가 폐기하거나 처리한다.
제43조 국가는 약품비축제도를 실시한다. 국내에 중대한 재난.역병 및 기타 돌발사건이 발
생하였을 시 국무원이 규정하는 부서는 기업약품을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다.
제44조 국내에 공급이 부족한 약품에 대하여 국무원은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제45조 마취약품과 국가가 규정하는 범위 내의 향정신성약품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반드
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수출허가증》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114 중국의 제약산업 정책 제도 분석

제46조 새로 발견하였거나 국외에서 종자를 이식하여 재배한 약재료는 국무원 약품감독
관리부서의 심사와 비준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판매할 수 있다.
제47조 지역성 민간요법 약재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중의약관
리부서(中醫藥管理部門)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48조 가짜약(假藥)의 생산(조제 포함, 이하 상동).판매를 금지한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짜약이라 한다.
(一) 약품이 함유성분과 국가약품표준이 규정하는 성분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 비약품을 약품으로 사칭하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약품인데도 같은 종류의 약품으
로 사칭하는 경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짜약으로 판정한다.
(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하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
(二) 이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수입
하거나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하나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
고 판매한 경우
(三) 변질된 경우
(四) 오염된 경우
(五) 이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비준번호를 취득하여야 하나 비준번호를 취득하지 아니
한 원료약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六) 명기한 적응증(適應症) 또는 기능주치(功能主治)가 규정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제49조 저질약(劣藥)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약품성분의 함량이 국가약품표준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저질약이라 한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약품은 저질약으로 판정한다.
(一) 유효기간을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을 수정한 경우
(二) 생산로트번호를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수정한 경우
(三)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四)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약품의 포장재료와 용기가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五) 임의로 착색제.방부제.향료.교미제(矯味劑) 및 보조재를 첨가한 경우
(六) 기타 약품표준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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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가약품표준에 포함되는 약품명칭은 약품의 통용명칭이다. 이미 약품의 통용명
칭이 된 경우 당해 명칭은 약품상표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약품생산기업.약품경영기업.의료기구의 약품을 직접 접촉하는 작업인원은 반드시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또는 기타 약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약품포장의 관리
제52조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와 용기는 반드시 약용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인체건강.안전의 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약품을 심사비준할 시
함께 이를 심사비준한다.
약품생산기업은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와 용기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합격한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와 용기는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사용의 정지를
명령한다.
제53조 약품의 포장은 반드시 약품 품질의 요구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장.운송.의료용도에
편리하여야 한다. 중의약재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포장이 있어야 한다. 모든 포장에는
반드시 품명.생산지.날짜.운송기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품질합격의 표지가 있어야
한다.
제54조 약품의 포장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표가 새겨져 있거나 또는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상표 또는 설명서 상에는 반드시 약품의
통용명칭.성분.규격.생산기업.비준번호.제품 로트번호.생산일시.유효기간.적응증 또는
기능주치.용법.용량.금기.비정상적 반응.주의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취약품.향
정신성의약품.의료용독성약품.방사성약품.외용약품과 비처방약의 상표는 반드시 규정
된 표지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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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약품가격과 광고의 관리
제55조 법에 의거하여 정부정가(政府定價).정부지도가(政府指導價)를 실시하는 약품은 정
부의 가격주관부서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中華人民共和國價格法)》이 규
정하는 정가원칙에 따라 사회평균자본.시장수급상황.사회수용능력에 의거하여 합리적
으로 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품질과 가격이 서로 적절하고 과장된 가격을 없애며
약품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료기구는 반드시
정부정가.정부지도가를 집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여서
는 아니 된다.
약품생산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가격주관부서에 진실되게 약품의 생산경영자본
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고를 거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법에 의거하여 시장조절가를 실행하는 약품에 있어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
료기구는 마땅히 공평.합리.성실.신용 및 품질과 가격의 상호 부합의 원칙에 따라 가격
을 제정하여야 하며 약품사용자에게 가격이 합리적인 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료기구는 마땅히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의 약품가격관리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품의 소매가격을 제정.명기하며 약품사용자의 이익에 대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가격기만행위를 금지한다.
제57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료기구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가격주관부서
에 당해 약품의 실제구매가격.실제판매가격과 구매 및 판매수량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의료기구는 마땅히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품의 가격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지
정의료기구는 또한 마땅히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진실되게 당해 상용약품의 가격을 공포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약품사용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
생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59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료기구는 약품의 판매와 구매 과정 중에 암거래.수수

첨부

117

료 또는 기타 이익의 수수를 금지한다.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 또는 기타 대리인이
어떠한 명의로도 당해 약품의 의료기구의 책임자.약품구매인원.의사 등 관련인원에게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기구의 책임자.약품구매인.의사 등 관
련인원은 어떠한 명의로도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주는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의 수수를 금지한다.
약품광고는 반드시 기업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
을 거쳐야 하며 약품광고비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약품광고비준번호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방약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국무원 약품감
독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의학.약학 전문간행물 상에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광고매체에 광고를 선전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약품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
가 비준하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품광고는 비과학적인 효능을 표시하는 문구 또는 보장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
가기관.의약과학연구기관.학술기구 또는 전문가.학자.의사.환자의 명의와 이미지를 증
명으로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비약품광고는 약품의 관련되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비준한 약품광고에 대하여 조사
를 실시하고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감독관리
기구에 통지하고 처리건의를 제시하여야 하며 광고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63조 약품가격과 광고는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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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약품의 감독
제64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심사비준을 거친 약품의 연구제작과
약품의 생산.경영 및 의료기구가 약품을 사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과 조사를 할 권
리가 있으며 유관기관과 개인은 이를 거절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품감독관
리부서는 감독조사를 실시할 시 반드시 증명문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 조사 중에
알게 된 피조사인의 기술기밀과 업무비밀에 대하여 엄수하여야 한다.
제65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감독과 조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약품의 품질에 대하여 견본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견본검증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견본을 추출하여야 하며 어떠
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에 포함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인체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약품 및 관련 자료가 인체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봉인.차압
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약품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증보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처리 결정
을 내려야 한다.
제66조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약품품질
견본검증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가 부당한 경우 반드시 원공고의 범위 내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제67조 당사자가 약품검증기구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약품검증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약품검증기구 또는 상일급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설치하였
거나 확정한 약품검증기구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국무원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설치하거나 확정한 약품검증기구에 재검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재검을 수리하는
약품검증기구는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하는 시간 내에 재검결론을 내
려야 한다.
제68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약품경영
품질관리규범》에 의거하여 합격을 인증한 약품생산기업.약품경영기업에 대하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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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 지방인민정부와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약품검증.심사비준 등의 실시를 요구하는 등
의 수단으로 비현지 약품생산기업이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생산하는 약품이 현지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당해 부서가 설치한 약품검증기구와 당해 부서가 확정한 전
문적으로 약품검증에 종사하는 기구는 약품생산경영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로 약품을 추천하거나 제조를 감독하거나 판매를 감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품감
독관리부서 및 당해 부서가 설치한 약품검증기구와 당해 부서가 확정한 전문적으로 약
품검증에 종사하는 기구의 작업인원은 약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국가는 약품의 불량반응보고제도(藥品不良反應報告制度)를 실시한다. 약품생산기
업.약품경영기업과 의료기구는 반드시 당해 기관이 생산.경영.사용하는 약품의 품질.치
료효과.반응을 자주 검사하여야 한다. 약품의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불량반응을 발견하
였을 경우 반드시 적시에 현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서와 위생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이미 심각한 불량반응이 발생한 약품에 대하여 국
무원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생산.판매.사용을 중시하
는 긴급통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5일 이내에 감정(鑑定)을 조직하여 감정결
론이 도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72조 약품생산기업.약품경영기업.의료기구의 약품검증기구 또는 인원은 현지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설치한 약품검증기구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장 법률 책임
제73조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 또는 《의료기구제제허가증》을 취득하
지 아니하고 약품을 생산하고 약품을 경영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단속하며 법을 위
반하여 생산.판매한 약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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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화폐가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4조 가짜약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한 약품과 위법소득을 몰수
하며아울러 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한 약품의 화폐가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약품비준증명문건이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고 생산정지.영업정지 및 정비
를 명령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 또는 《의
료기구제제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을 묻는다.
제75조 저질약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한 약품과 위법소득을 몰수
하고아울러 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한 약품의 화폐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정지.영업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거나 또는 약품비준증
명문건을 철회하거나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 또는 《의료기구제제허
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6조 저질약의 생산.판매에 종사하거나 저질약을 생산.판매한 정황이 심각한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10년 이내에 약품의 생
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산자가 가짜약.저질약을 생산하는데 전문적
으로 사용된 원부재료.포장재료.생산설비는 몰수한다.
제77조 가짜약.저질약에 속하는지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 수 있으면서도 이를 위해 운송.
보관.저장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한 경우 운송.보관.저장수입을 전부 몰수하며 아울러 위
법수입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8조 가짜약.저질약에 대한 처벌통지는 반드시 약품검증기구의 품질검증결과를 명기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제48조 제3항 (一) .(二) .(五) .(六)과 제4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황은 제외한다.
제79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약물비임상안전성평가연구기구(藥物非臨床安全性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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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機構).약물임상실험기구(藥物臨床實驗機構)가 규정에 따라 《약품생산품질관리규
범》.《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약물비임상연구품질관리규범(藥物非臨床硏究質量管
理規範).약물임상실험품질관리규범(藥物臨床實驗質量管理規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
우 생산정지.영업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아울러 5천원(RMB) 이상 2만원(RMB)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과 약
물임상실험기구의 자격을 회수 취소한다.
제80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료기구가 이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생
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을 위반하여 구입한 약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법을 위반하여 구입한 약품의
화폐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
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의료기구개업허
가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81조 이미 약품수입등록증서를 획득한 약품의 수입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약품수
입을 허가하는 항구 소재지의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기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이
를 경고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약품등록증서를 철회한다.
제82조 허가증 또는 약품비준증명문건을 위조.변조.매매.임대.대출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
우 2만원(RMB) 이상 10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판매자.
임대자.대출자의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의료기구제제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거나 또는 약품비준증명문건을 철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증명.문건자료견본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의료기구제제허가증》 또
는 약품비준증명문건을 취득하는 경우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의료
기구제제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약품비준증명문건을 철회하며 5년 이내에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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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리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1만원(RMB) 이상 3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의료기구는 조제한 제제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을 위반하
여 판매한 제제를 몰수하며 아울러 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제제의 화폐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85조 약품경영기업이 이 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경고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약품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86조 약품표식이 이 법 제5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가짜약.저질약의 처분판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이를 경고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당해 약품의 비준증명문건을 철회한다.
제87조 약품검증기구가 허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경고하며 기
관에 대하여 3만원(RMB) 이상 5만원(RMB)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직접 책
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강등.면직.해고의 처분을 내
리고 아울러 3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
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검증자격을 철회한다. 약품검증기구가 작성한 검증결과가
진실되지 아니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8조 이 법 제73조에서 제87조 규정의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
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결정한다. 《약품생산허가증》.
《약품경영허가증》.《의료기구제제허가증》.의료기구개업허가증서를 회수 취소하거
나 약품비준증명문건을 철회하는 경우 원증서발급부서와 원비준부서가 결정한다.
제89조 이 법 제55조.제56조.제57조의 약품가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
민공화국가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90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료기구가 약품의 구매 및 판매 중에 암거래.수수료 또
는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 또는 대리인이 당해 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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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의료기구의 담당자.약품구매인원.의사 등의 관련 인원에게 재물 또는 기타 이
익을 제공한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서는 1만원(RMB) 이상 20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약품생산기업.약품경영기업의 영업증을 회수 취소하며 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해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1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 담당자.구매인원 등 관련 인원이 약품의 구매 및 판매
중에 기타 생산기업.경영기업 또는 대리인이 준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법
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의료기구의 담당자.약품구매인원.의사 등 관련인원이 약품생산기업.약
품경영기업 또는 대리인이 준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위생행정부서 또는
당해 기관은 이를 처분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행위의 정황이 심각한 개업의사
에 대하여 위생행정부서는 당해 개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2조 이 법의 약품관련광고의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아울러 광고비준번호를 발급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광고비
준번호를 철회하며 1년 이내에 당해 품종의 광고심사비준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약품광고
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심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 하고 선전을 비준한 광고에 허위가
있거나 기타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3조 약품의 생산기업.경영기업.의료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사용자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94조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당
해 기관의 상급주관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법을 위반하여 발급한 증서의 회수와 약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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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증명문건의 철회를 명령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
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
는다.
(一)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업
에 대하여 관련 규범에 부합하는 인증증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 또는 인증증서를
취득한 기업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그 시
정을 명령하거나 또는 당해 인증증서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二)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하여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
가증》 또는 《의료기구제제허가증》을 발급하여 준 경우
(三) 수입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약품에 대하여 수입약품등록증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
(四) 임상실험조건 또는 생산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상실험을 진행하도록 비
준하고 신약증서를 발급하거나 약품비준번호를 발급한 경우
제95조 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설치한 약품검증기구 또는 당해 부서가 확정
한 약품검증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구가 약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참여한 경우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
분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설치한 약품검증기구 또는 당해 부서가 확
정한 약품검증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구의 작업인원이 약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참여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96조 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설치.확정한 약품검증기구가 약품감독검증
중에 법을 위반하여 검증비용을 수취한 경우 정부의 유관부서는 반환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법
을 위반하여 수취한 검증비용의 정황이 심각한 약품검증기구에 대하여 검증자격을 철
회한다.
제97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감독조사직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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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약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지를 감독한다. 이미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
증》을 취득한 기업이 가짜약.저질약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당해 기업의
법률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도 실직.독직행위가 있는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
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8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하급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
꾸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약품감독관리인원이 직권남용.사적부정.직무태만의 이유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
여 형사책임을 붇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
다.
제100조 이 법에 의거하여 《약품생산허가증》.《약품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한 경
우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상공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 변경수속을 하거나 또는 등기를
말소한다.
제101조 이 장에서 규정하는 화폐가치금액은 법을 위반하여 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표시가
격으로 계산한다. 표시가격이 없는 경우, 동류약품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10장 부 칙
제102조 이 법에서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예방.치료.진단하
고 사람의 생리기능을 목적성 있게 조절하며 적응증 또는 기능주치.용법과 용량이 있음
을 규정하는 물질을 가리키며 중의약재.중의약 탕약재.한방제제.화학원료약 및 그 제제.
항생제.생화약품.방사성약품.혈청.백신.혈액제품.진단약품 등이 포함된다. 부재료(輔料)
란 약품을 생산하고 처방을 배합 시에 사용되는 부형약(賦形劑)과 부가제(附加劑)를 가
리킨다. 약품생산기업이란 약품을 생산하는 전문경영기업 또는 겸영기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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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경영기업이란 약품을 경영하는 전문경영기업 또는 겸영기업을 가리킨다.
제103조 중의약재의 재배.채집.사육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104조 국가는 예방성 생물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특수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105조 중국인민해방군이 이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06조 이 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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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 호

(

360

, 2002.08. 04

시행일

: 2002.09.15)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이하 ‘약품관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동 조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약품감독부서에 국가약품검역기관을 설치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의 약품감독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 약품검역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약품검역
기관의 설치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제출, 보고한 후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부서는 수요에 따라, 약품검역요건에 부합되는 검역기관의 약품검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약품제조기업의 관리
제3조 약품제조기업을 설립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약품제조허가증」 규정에 따라야 한
다. (1)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부서는 반드
시 신청을 접수받은 지 30일 내에 국가가 공포한 약품업계발전계획과 산업정책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 계획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
인은 기업 건설 계획이 완성된 후에, 반드시 원래의 허가부서에서 신청하여 검수 받아
야 한다. 원래 허가부서는 신청을 접수받은 지 30일 이내에 「약품관리법」제8조 규정
된 건설 규정에 따라 검수를 하여야 한다. 검수 후 합격한 경우에는 「약품제조허가
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약품제조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관
련 법규정에 의거한 등록 수속을 한다.
제4조 약품제조기업이 「약품제조허가증」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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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 30일 전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약품제조허가
증」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한다.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는 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은 변경후의 「약품제조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서로 가서 관련
법규정에 의거 변경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5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약품생산품질관리규정」과 국무원약
품감독부서가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약품제조기업의 허가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조직하여야 한다 :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에 부합하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 중, 제
조주사제, 방사성약품과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생물학제제의 약품제조기업의
인증 업무는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책임을 진다.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 인증서의
격식은 국무원약품감독부서가 통일 규정한다.
제6조 신설 약품제조기업, 약품제조기업이 신설한 약품 제조 작업현장 또는 신제품인 제
형(劑型)은 반드시 직접 약품 제조 증명 문서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거쳐 정식으로 생산
된 지 30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약품감독부서에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인증을 신청
한다. 신청을 수리한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기업의 신청을 접수받은 지 6개월 내에 신
청기업이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인증이 합격일 시에는 인증증서를 발급한다.
제7조 국무원약품감독부서는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 인증검사원네트워크를 설립한
다.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 인증검사원은 반드시 국무원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자
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인증의 수행은 반드시 국무원 약
품감독부서의 규정에 따라,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인증검사원 네트워크 중에서 무
작위로 인증 검사원을 선발하여 인증검사조를 만들어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약품제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계속 제조하는 약품에 대하여 해당기업
은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약품제조허가
증」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약품제조기업이 약품 제조를 중지하거나 도산
한 경우 「약품제조허가증」은 원래 허가증을 발급했던 부서에 반납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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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약품제조기업이 생산한 약품에 사용한 원료약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가
지고 있는 약품허가번호나 수입약품등록증서, 의약상품등록증서와 대조하여 발급하여
야 한다 : 그러나, 허가번호관리가 실시되지 않은 중약재(中藥材), 중약음편(中藥飮片)
은 제외한다.
제10조 「약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약품 제조를 위탁 의뢰 받은 자는 위탁을 받
아 제조할 약품이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 인증서에 적합한 약품제조기업이어야 한
다. 왁진(疫苗), 혈액 제품과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기타 약품은 위탁 제조할
수 없다.

제3장 약품경영기업의 관리
제11조 약품 도매기업으로 개업할 시, 신청인은 개업할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
독부서는 신청을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시설기준에 의
거하여,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은 기업 건설 계획이 완성된 후,
원래 허가 부서에 신청 검수를 받아야 한다. 원래 허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약품관리법」 제15조 규정의 개업 요건에 의거 검수 하여야 한다. 요건에 부
합할 시 「약품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약품영업허가증」을 공상행정관
리부서에 제출하여 관련 법규정에 따라 등기 수속을 한다.
제12조 약품 소매 기업으로 개업할 시, 신청인은 반드시 개업 기업 소재지에 설립된 시급
(市級) 약품감독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가 직접적으로 설치
한 현급(縣級) 약품감독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수리한 약품감독기관은 반
드시 신청을 접수받은 30일 이내에,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지 상
주(常住) 인구수, 지역, 교통 상황, 기타 주요 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를 수행하여,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은 기업 개업 계획을 완성한 후, 반드시 원래
허가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원래 허가기관은 반드시 신청을 접수받은 지 15일
내에, 「약품관리법」 제 15조 규정에 의거, 개업기준을 검수 한다. 요건에 부합되면 ,
「약품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약품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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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서에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한다.
제1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는 약품영업기업의 인증업무를 책임진
다. 약품경영기업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성, 자
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가 조직한 「약품 영업 품질 관리 규정」의 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약품영업품질관리규정」인증서의 격식은 국무원 약품
감독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새로 개업하는 약품 도매기업과 약품 소매기업은 반
드시 「약품영업허가증」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약품영업허가증」을 발급한 약품
감독부서나 약품 감독 관리 기관에 「약품 영업 품질 관리 규정 」인증을 신청해야 한
다. 약품 소매 기업의 인증 신청을 수리한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신청을 받은 7일 이내
에, 신청을 약품경영기업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
부서로 넘기도록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부서는 반드시 신청
을 접수받은 3달 이내에,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신청한 약품 도매
기업이나 약품 소매 기업이 「약품 영업 품질 관리 규정」에 부합되는지 인증에 대한
검수를 수행한다. 인증에 합격한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약품 영업품질관리규정」
인증검사원의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약품영업품질관리규정」인증검사원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합된 자이어야 한다. 「약품영업품질관리
규정」인증을 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규정에 따라 「약
품영업품질관리규정」인증검사원 네트워크 중에서 인증검사원을 무작위로 뽑아 인증
검사원을 조직하여, 인증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국가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비처방약
품의 안전성에 근거하여, 비처방약을 갑류 비처방약과 을류 비처방약으로 분류한다. 처
방약 및 갑류 비처방약에 해당하는 약품을 소매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약조제
인 또는 기타 법에 의거한 자격을 인정받은 약학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을류 비처방
약을 소매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시급 약품감독기관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현급 약품감독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업무
요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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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품경영기업이 「약품영업허가증」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
가 사항 발생 변경 30일 이전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 「약품영업허가증」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신청이 허가되기 전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은 반드시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
인은 「약품영업허가증을 변경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허가증을 제출하고 관련 규정
에 따라 변경 등기 수속을 한다.
제17조 「약품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약품의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웅
에는 기업이 허가증을 가지고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무원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약품영업허가증」에 근거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약품경영기업이 약품
영업을 중지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약품영업허가증」을 원래 발급했던 기관에 반납
폐기한다.
제18조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 지역의 도매시장에 약품 소매기업이 없을 시, 현지의 약품
소매기업은 소재지 현(시) 약품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수속을 한 후, 도매시장 내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영업이 허가된 약품 범위 내
에서 비처방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을 통해 약품의 상거래를 하는 약품 제조기업, 약품 경영기업, 의료기관 및
그 거래된 약품은 반드시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터넷
약품 상거래 서비스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
하여 제정한다.

제4장 의료기관의 약제관리
제20조 의료기관에서 조제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심의에 대한 승인을 거치고, 동급 인민
정부 약품감독부서에 심사 허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부서는 검수에 합격 경우 허가하고, 「의료기관조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와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각자 신청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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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받은 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나 허가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제21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조제허가증」의 허가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허가
사항 발생 변경 30일 이전에, 동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원래 심의, 허가를 담당했
던 기관에 「의료기관조제허가증」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거치기 전에, 허
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원래 허가한 기관은 반드시 신청 접수일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의료기관은 새로 조제하는 제형이 증가하였거나, 조제장소가 변경된 경
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합격 검수를 받은 후,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조제허가증」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22조 「의료기관조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형을 계속 조제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조제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조제의 배합을
중지하거나, 도산했을 경우, 「의료기관조제허가증」은 원래 허가증을 발급했던 기관
에서 반납 폐기하도록 한다.
제23조 의료기관의 약제의 조제는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와 샘플을 보내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의 허가를 거쳐,
조제 허가번호를 취득한 자만이 조제를 할 수 있다.
제24조 의료기관이 조제한 약제는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은 약제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재해, 전염병,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거
나 임상으로 약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데 시장에서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정한
기한 내에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부서의 허가를 거쳐, 의
료기관은 약제를 조제하여 지정 의료기관 간에 조달 사용 할 수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
부서가 규정한 특수제제의 조제 사용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의료기관 간의 약제의
조제는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의료기관의 심사와 처방을 배합하는 약제사들은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약학 기술자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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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매할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약품을 구매하여 기록하도록 한
다. 약품 구매 기록은 반드시 약품의 일반명칭, 제형, 규격, 허가번호, 유효기간, 제조업
체, 판매기관, 구매수량, 구매가격, 구매일 및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을 기록한다.
제27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약품은 반드시 진료 범위와 서로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약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가족계획기술서비스기관이 구매하고 환자에게 제
공하는 약품은 그 범위가 반드시 허가 서비스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약사가
처방 배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설치한 문진부(問診部), 진료소(診所) 등 의료기관
은 상용 약품과 긴급 약품이외의 기타 약품을 배합할 수 없다. 상용 약품과 긴급 약품의
범위와 품종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동급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 규정을 합의하여 정한다.

제5장 약품관리
제28조 약물 비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기관은 반드시 「약물비임상연구품질관리규정」을
집행해야 하고, 약물 임상 실험기관은 반드시 「약물임상실험품질관리규정」을 집행해
야 한다. 「약물비임상연구품질관리규정」, 「약물임상실험품질관리규정」은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각각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상의하여 제
정한다.
제29조 약물임상실험, 제조약품과 수입 약품은 반드시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의 규정
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위탁을 하여, 약물의 연구
제작 상황과 요건에 대해 신고, 심사를 수행하고, 신고된 자료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심
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시험 제작한 샘플에 대해서는 검수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방법
은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서 제정한다.
제30조 신약을 연구 개발할 때는 임상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약품관리법」제29조
규정에 의거, 국무원약품감독관리규정을 거쳐 허가를 한다. 약물임상실험의 신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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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약품감독부서의 심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반드시 법이 인정하는 약물임상실
험 자격을 가진 기관이 선택한 약물 임상실험기관 담당기관을 통해야 하고, 임상실험기
관은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와 국무원 위생 행정부서에 등록하도록 한다. 약물임상실험
기관은 약물임상실험을 수행하고, 반드시 사전에 실험대상자나 그 후견인에게 사실대
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서면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이미 국가기준이 있는 약품을 제조할 시에는,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나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신청을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수행하여, 의견을 제
출한 후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 심의를 보고하고, 동시에 심사 의견을 신청인 측에 통
보하도록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심의를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할 시에는 약품
허가 번호를 발급한다.
제32조 시험적으로 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 규정에 따라
생산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정식 신청을 제출한다.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생산
기간 만료일 12개월 내에 시행기간 기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무원 약품
감독부서 규정의 정식 요구에 부합된 경우에는 정식 기준을 바꿔주도록 한다. 생산기간
만료가 규정에 명시된 정식 절차를 거쳐 신청하지 않았거나, 원래 시행 기간의 기준이
정식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시행 기간의 기준을
폐지하고 실행 기준에 의거 제조된 약품의 허가 번호를 폐지하도록 한다.
제33조 신약의 연구 개발의 변경, 허가된 제조약품과 수입약품의 일부 사항을 변경 할 경
우에는,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 보충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심사
를 거쳐 규정에 부합될 시에는 허가를 하도록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품 제조 기업이 제조한 신약품
종에 대하여 5년이 넘지 않는 한도 내의 시행 기간을 설립한다. 시행 기간 내에, 기타
기업의 제조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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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는 제조허가를 취득했거나, 판매 중인 것으로 새로운 화학성분이 함유된 약품
으로 제조인이나 판매인이 허가시 제출한 실험자료와 기타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
여야 하며, 그 누구든지 밝혀지지 않은 자료나 기타 자료를 부정당하게 상업적으로 이
용할 수 없다. 새로운 화학성분이 함유된 약품의 제조, 판매 허가증서를 취득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약품 제조자나 판매자는 6년 이내에 동종의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허
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개별적인 자료는 제외된다. 제외 사항으
로는, 약품감독부서의 공개되지 않은 제1조 규정의 자료로서 : (1) 대중의 이익을 우선
하며 (2) 이미 해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자료가 부정당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36조 수입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국이나 제조지역에서 판매를 허
가받은 약품이어야 한다. 제조국이나 제조지역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한 약품은, 국
무원 약품감독부서가 약품의 안전성, 효과입증, 임상실험 등을 거쳐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수입약품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
리부서가 규정한 신청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기업이 제조한 약품은 「수입약
품등록증」을 얻도록 하고, 중국 홍콩, 마카오와 대만 지역 기업에서 제조한 약품은
「의약상품등록증」을 취득한 자만이 수입을 할 수 있다.
제37조 의료기관은 임상에 급히 필요한 소량의 수입약품은 반드시 「의료기관허가증」을
가지고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수입된 약품은 반드시 지정된 의료기관내에서 특정한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야 한다.
제38조 수입약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수입 기관은 「수입약품등록증」이나 「의약상품
등록증」 및 원산지 증명 원본, 구매 계약서 사본, 선적증명서, 선하증권, 화물 운송 영
수증, 출하 검역보고서,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항구 소재지 약품감독부서에 제출 등록
하도록 한다. 항구 소재지의 약품감독부서는 심사를 거쳐, 제출한 서류가 요건에 부합
될 시에는, 「수입약품통관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수입기관은 「수입약품통관증」을
가지고 해관(海關)에 가서 검사 통관 수속을 하도록 한다. 항구 소재지의 약품감독부서
는 반드시 약품검역기관에 통지를 해, 수입 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무작위 추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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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약품관리법」제41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예외이다.
제39조 전염병류제품, 혈액제품, 혈원사사(血源篩査)의 체외 진단식제(診斷識劑) 및 국무
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기타 생물 제품을 판매 전이나 수입할 시에는, 반드시 국무
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검역이나 심의 허가를 수행해야 한다. : 검역 결과가 불합격
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을 시에는, 판매를 하거나 수입을 할 수 없다.
제40조 국가는 중약재 재배를 격려한다. 집중적인 대규모 재배 방식과 품질에 대하여 국
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중약재 품종 요건에 부합되도록 통제하여, 허가 번호에 대
한 관리를 시행한다.
제41조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이미 제조가 허가된 곳과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여, 약품 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약품 설명서의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수 있고, 생산금지, 판매금지,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량
한 약품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체 건강을 위해할 소지가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품 허가 번호를 취소한다.
제42조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심사하여 발급한 약품 허가 번호, 「수입 약품 등록증」,
「의약상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하여 제조
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을 하려는 자는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허가증 재등록을 신
청해야 한다. 허가증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국무
원 약품감독부서의 재등록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약품 허가 번호,
「수입약품 등록증」이나「의약상품등록증」을 취소한다.
제43조 비약품은 포장, 상표, 설명서 및 관련 선전 자료상에 예방, 치료 , 진단 , 인체 질병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선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의 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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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약품포장의 관리
제44조 약품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약품의 포장재료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는 반드
시 약용(藥用) 요건에 맞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는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
다. 약품포장의 관리는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 허가 등록을 거쳐야 한다. 직접적으로
약품에 접촉하는 포장재료나 용기의 관리 방법, 상품 목록과 약용 요건 및 기준은 국무
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45조 제조 약제 중 중약음편은 반드시 약품 성질에 상응하는 포장 재료와 용기를 선택
해야 한다. 포장이 중약음편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판매 할 수 없다. 중약음편
포장에는 반드시 날인이나 상표가 붙여 있어야 한다. 중약음편의 상표는 반드시 등록품
명, 규격, 원산지, 제조업체, 상품허가번호, 제조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번
호 관리를 실시하는 중약음편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품 허가번호를 명시하도록 한다.
제46조 약품 포장, 상표, 설명서는 반드시 「약품관리법」제 54조와 국무원 약품감독부서
가 규정 인쇄 배포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약품상품명칭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부
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7조 의료기관이 약제를 조제할 때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약품에 접촉하게 되는 포장재
료, 용기, 제제의 상표와 설명서는 반드시 「약품관리법」 제6장과 동 조례의 관련 규정
에 부합되어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7장 약품가격과 광고의 관리
제48조 국가는 약품의 가격에 대해 정부책정가(政府定價), 정부인도가(政府指導價), 혹은
시장조절가(市場調節價를)의 방식을 시행한다. 국가 기본 의료 보험 약품 목록의 약품
및 국가 기본 의료 보험 약품 목록에 포함된 것 이외에 독점적인 생산, 경영하는 약품
에 대해서는 정부책정가나 정부인도가의 제도를 시행한다. 그 외의 다른 약품에 대해서
는 시장조절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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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부가 실행하는 정부책정가, 정부인도가의 약품은 법에 따라 정부가격주관부서
가 「약품관리법」제55조 규정의 원칙에 의거, 제정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중 제정하거나 조정되는 약품의 판매 가격은 약품이 사회에서의 평균적인 판매가율과,
판매 이윤율 그리고 유통 이윤 등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가격 측정
방법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이하 「가격법」이라 부른
다)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제50조 법에 따라 정부책정가나 정부인도가의 약품 가격 제정을 실행 한 후, 정부가격주
관부서는 「가격법」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기 간행물 상에 공포를 하고 명확
하게 가격 실행 일자를 공포한다.
제51조 정부책정가와 정부인도가를 실행하는 약품의 가격은 정부가격주관부서에서 제정,
약품의 가격을 조정할 시에는 반드시 약학, 의학, 경제학 등 방면의 전문가의 평가, 심
의, 논증을 거쳐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약품제조업체, 약품영업기업, 의료기관, 대중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52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가격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약품 가격 검사 측정을 실행
하는데, 약품 가격의 변동 상황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하여, 일부 약품 제조업체, 약품경
영기업과 의료 기관을 가격 검사 측정 지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관은 반드
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53조 약품의 광고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약품 제조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
품감독부서는 신청을 접수받은 지 10일 이내에 약품 광고 허가 번호에 대한 심사를 거
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를 거쳐 약품 광고 허가번호를 받은 자는 반드시 동시에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제정한
다. 수입약품의 광고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수입약품 대리 기
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약품 광고 허가 번호를 신청
해야 한다. 약품 제조 기업 소재지와 수입약품 대리기업 소재지 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
시에 약품 광고를 내보낼 경우, 광고주는 반드시 광고하기 전에 소재지의 성,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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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접수받은 성, 자치구, 직
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는 약품 광고 허가내용 중 약품 광고 관리 규정에 부적합한
내용을 발견했을 시에는 반드시 원래 허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54조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부서의 결정을 거쳐, 임시 영
업금지, 임시 판매금지, 임시 사용금지된 약품들은 명령 처분 기간동안 이 약품들에 대
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이미 광고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광고 정지시킨다.
제5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가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약품 광고,
불법 위조, 사칭 광고 등의 수단을 이용한 허가 번호에 대한 광고나 기타 광고 위법 활
동에 대해서 약품 광고 허가 번호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 기업, 광고경영자,
광고주 등 반드시 즉시 문제의 약품 광고를 정지해야 한다. 위법으로 내보내는 약품 광
고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의 경중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서 일반에공포 할 수 있다.

제8장 약품감독
제56조 약품감독부서(성급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가 포함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약품 감
독 관리 기관)는 법에 따라 약품의 연구 제작, 제조, 경영, 사용에 대하여 검사, 감독을
실시한다.
제57조 약품의 무작위 추출 검사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약품 감독 검사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 대상자는 검사에 필
요한 샘플을 제공해야 하고,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약품이 검사 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와 검사 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
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는 검사를 거절한 약품이 시장에서 판매, 사용이 중
지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제58조 다른 성분을 섞었거나 가짜약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국가 약
품 기준 규정 방법과 항목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약품
검사 기관이 검사 방법과 검사 항목을 늘려 약품 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무원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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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서의 허가를 거쳐, 보충적인 검사 방법과 검사 항목을 사용하여 나타난 검사 결
과는 약품감독부서가 인정하는 약품 품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59조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부서는 반드시 약품 품질 검사 결
과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약품 품질공고를 발표한다. 약품 품질공고는 반드시 검사 약
품의 품명, 검사품 출처, 제조업체, 제조허가번호, 약품규격, 검사기관, 검사근거, 검사결
과, 불합격항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약품 품질 공고가 부당할 시에는
관련 부서에서 공고의 부당 여부를 확인한 지 5일 이내에 발표하여야 하고, 원래 공고
범위 내에서 수정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약품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에 의의가 있을 시
에는,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검사할 약품검사기관은 서면으로 신청서와
원래의 약품 검사 보고서를 책임지고 제출하여야 한다. 재검사할 샘플은 원래 약품 검
사 기관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한다.
제60조 약품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인체 건강에 위해할 소지가 있는 증거가 있는 약품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 압수, 봉인 등 행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한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지 7일 이내에 입안(立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
보고서가 발급된 지 15일 이내에 입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입안 요건에 부합
할 시에는, 반드시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한다. 임시 판매정지, 임시 사용정지가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1조 약품의 무작위 추출검사는 무상으로 실시한다. 당사자가 약품 검사 결과에 의의가
있을 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에 먼저 약품 검사 비용
을 지불한다. 재검사 후의 검사 결과가 원래 검사 결과와 다를 경우, 재검사 비용은 원
래 약품을 검사했던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제62조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를 심사 발급하고, 약품등록, 약
품인증, 약품 심의검사 및 강제성 검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구체
적인 수수료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 국무원 가격담당부서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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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법률 책임
제63조 약품의 제조기업, 약품 경영기업이 아래의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약품감독부서는
「약품관리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관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 (1) 약품 제조기업,
약품 제조기업이 새로 만든 약품 제조 작업장, 새로 생산한 제형 둥이 국무원 약품감독부
서가 규정한 시간 안에 「약품제조품질관리규정」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품을 제조한 경우 (2) 약품 경영기업을 설립할 때, 국무원 약품감독부서가 규정한 시간
안에「약품경영품질관리규정」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약품 경영을 수행한 경우
제64조 「약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위탁하거나 제조 약품을 위탁받
을 시에는, 위임자와 위탁받은 자 모두 「약품관리법」제 74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65조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도매시장 내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약품을 판매하거나,
도매시장에 설치된 판매대에서 판매되는 약품이 기준 영업 약품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는 「약품관리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66조 허가를 거치지 않고, 기타 의료 기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제제를 조제했을 경우
「약품관리법」제8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제67조 개인이 설치한 문진부, 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품의 규정
범위와 품종에서 벗어났을 때 「약품관리법」제 73조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68조 의료기관이 가짜약이나 저급약을 사용했을 경우 「약품관리법」제74조, 제75조에
의거 처벌한다.
제69조 「약품관리법」제29조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임상실험을 수행했을 시, 약물 임
상 실험을 담당한 기관에 대하여 「약품관리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70조 약품 신청인은 임상실험을 신고할 시, 허위의 연구 제작 방법, 품질 기준, 약리
및 독리학 실험 결과 등에 대한 관련 자료와 샘플을 보낼 시에,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신고 약품의 임상 실험에 대하여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약품 신고자에 대하여 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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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사건 경위의 엄중함에 따라, 3년 이내에 그 약품에 대한 임상실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1조 국가 약품 기준이 없는 중약음편을 제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
독부서가 제정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시, 의료 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가 허가한 기준으로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 「약품관리법」제75조에 의거,
처벌한다.
제72조 약품감독부서 및 관련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판매에서 새로운 화학성분 약품
허가를 얻은 후 제출한 비공개 자료나 기타 자료를 골개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약품감독부서가 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약품감독부서가 손해
배상을 한 후, 관련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태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로
간주될 경우에는, 부분적인 혹은 전부의 배상 비용을 관련인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으
며, 직접적인 책임을 끼친 관련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3조 약품제조기업, 약품영업기업의 제조, 영업한 약품 및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약의 포
장, 상표, 설명서가 「약품관리법」 및 동 조례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약품관리
법」제86조 구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4조 약품 제조기업, 약품경영기업과 의료기관이 약품 제조영업 허가 사항을 변경할 시
에는, 반드시 변경 수속을 하도록 하고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원래 허가증을 발급
했던 부서에 경고를 주도록 하여, 유효 기간 내에 변경 수속을 할 것을 명령한다. 늦게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되었던 「약품생산허가증」, 「약품영업허가증」,「의
료기관제제허가증」는 무효가 된다. 허가증이 무효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품 제조
영업 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약품관리법」제73조에 의거 처벌한다.
제75조 동 조례의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약품 가격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격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76조 허가받은 약품 광고의 내용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약품감독부서에서 광고주에게
직접 약품 광고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원래 허가기관의 약품감독부서는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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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제92조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약품감독부서는 약품 광고의 허가번호를 취소
한 후, 행정 처벌이 결정된 지 5일 이내에 광고감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광고감독관리
기관은 반드시 약품감독부서가 통보한지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결정한다.
제77조 약품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은 약품 제조기업 소재지나 수입약품 대리 기관 소재지
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약품 광고를 내보낸다. 규정에 따르지 않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에 등록을 했을 시에는, 광고가 나가는 지역의 약품감독부서에
일정한 기간을 주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오래도록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약품에
대한 광고 금지시킨다.
제7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약품의 광
고한 후, 약품감독부서에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 감독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
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제79조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 중에 하나에 속할 시
에는, 약품감독부서가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에 규정된 처벌 범위에 의거, 처벌한다.
(1)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독성약품, 방사성약품으로 가장한 기타 약품이나, 기타
약품으로 가장한 상술 약품 (2) 임산부나 유아기 어린이를 주 사용대상으로 하는 가짜
약, 저급약의 제조, 판매 (3) 가짜 약이나 저급 약에 속하는 생물 제품, 혈액제품의 제조,
판매 (4) 가짜약, 저급약을 사용 제조, 판매하여 중범을 저지른 경우 (5) 감독 검사를
거부하고 도피하거나, 위조, 폐기 처분, 관련 자료를 은닉한 경우, 임의로 압수, 봉인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
제80조 약품감독부서는 파출(派出)기관을 설치하여,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가 규정한
경고 조치, 벌금, 위법 제조, 판매한 약품을 몰수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에 대해 행정
처벌을 할 권리가 있다.
제81조 약품경영기업과 의료기관이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가짜약과 저급약을 모르고 판매,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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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입증해야 하고, 반드시 그 판매나 사용했던 약품과 불법적인 소득은 몰수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타 행정 처벌은 면책할 수 있다.
제82조 「약품관리법」과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은 약품감독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처리한다.

제10장 부 칙
제83조 동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
약품합격증서와 기타 상표란 약품 제조허가번호, 약품검역보고서, 약품의 포장, 상표와
설명서를 말한다.
신약이란 중국 국경 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했던 약품을 말한다.
처방약이란 구매, 배합, 사용할 약품을 약사가 처방한 것을 말한다.
비처방약이란 국무원 약품감독부서에서 공포한 것으로 약사의 처방이 필요 없이, 소비
자가 임의대로 판단, 구매,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말한다.
의료기관제제(醫療機構製劑)란 의료기관이 그 기관의 임상 필요에 근거하여 허가를 내
주고 배치, 자신이 사용하는 고정적인 처방 제제를 말한다.
약품인증이란 약품감독부서가 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경영, 사용 기관에 실시하는 상
응한 품질 규범에 대한 검사의 수행, 평가과정으로 인증서를 줘야하는지의 여부를 결
정하는 과정이다.
약품영업방식이란 약품 도매와 약품 소매를 말한다.
약품영업범위란 약품감독부서의 심사 허가를 거쳐 제조되는 약품의 품종 유형을 말한다.
약품도매기업이란 구입한 약품을 약품 제조 기업, 약품경영기업, 의료기관의 약품 경영
기업에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약품소매기업이란 구입한 약품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약품 경영 기업으로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 「약품관리법」제41조의 “처음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약품”이란 국내나 국외 약
품 제조 기업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일컬으며, 종류가 다른 약품 제조
기업이 제조한 같은 품종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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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법」제 59조 제2항의 “약품의 제조기업, 경영기업이나 그 대리인이 임의의 명의
를 부여 약품 사용 기관의 관련인, 약품 구매업자, 의사 등 관련인에게의 뇌물을 주는
관행을 금지한다”중의 “뇌물”이란 약품의 제조 기업, 경영 기업이나 그 대리인이 의료
기관의 책임자 , 약품 구매요원, 의사 등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거래로서, 뇌
물이 약품 구매나 약품 처방 행위에 부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 것을 말
한다.
제86조 동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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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약품등록관리방법《药品注册管理办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 제 호
28

일 공표

, 2007.07.10

일부터 시행

, 2007.10.1

제1장 총 칙
제1조 약품의 안전 및 효과와 품질 관리를 보장하고 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이하 《약품관리법》이라 약칭), 《중화
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
법 실시조례》(이하 《약품관리법 실시조례》라 약칭)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수행되는 약품의 임상시험, 약품의 생산 또는 약품의 수
입, 약품의 심사승인, 등록 검사 및 감독관리 등 신청에 대하여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약품의 등록이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약품등록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
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시예정인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일련
의 심사를 진행하고 그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승인 과정을 말한다.
제4조 국가는 신규 약품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며 이에 따라 개발된 신규 약품, 난치병과
중대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규 약품에 대하여 특수 심사승인을 실시한다.
제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약품의 등록 업무를 관장하며 약물
의 임상시험, 약품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한 심사 승인 책임을 진다.
제6조 약품등록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등록에 대해 주심(主審)집단책임제，관계자 공시제 및 회피제, 책임추궁제를 실시
하며 수리, 검사, 심사평가, 심사승인, 송달 등 과정은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7조 약품의 등록 절차과정에서 품감독관리부서가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허가 사항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
과의 중대한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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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공청, 진술 및 변호 요구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
해야 한다.
제8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조회가 가능한 약품등록접수, 검사, 검증, 심사평
가, 심사승인의 진행현황 및 결론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
기관 홈페이지 또는 등록신청 수리 장소에 아래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약품등록
신청사항, 절차, 비용기준 및 의거, 기한, 제출해야 할 일체 자료의 리스트 및 신청서
양식 (2) 약품등록수리, 검사, 검증, 심사평가, 심사승인 제반 과정에서의 관계자명단
및 관련 정보 (3) 기승인 약품목록 등 종합정보
제9조 약품감독관리부서, 관련 부서 및 약품등록업무에 참여한 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노하우 및 실험데이터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제2장 기본요건
제10조 약품 등록신청인(이하 “신청인”으로 약칭)이란 약품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상응하
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말한다. 중국 국내(境內)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국경
이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독립적인 민사상 책임을 지는 기구이어야 하며 국외(境
外) 신청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약품 제조업체여야 한다. 국외 신청인이 수입약품을 등
록하는 경우 중국 국내에 주재하는 사무소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중국 국내의 대리기구
가 등록을 대행하여야 한다. 약품의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반드시 상응하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약품 등록관리와 관련한 법률 법규와 기술적 요건을 숙지하
여야 한다.
제11조 약품 등록신청은 신규 약품의 신청, 제네릭 약품의 신청, 수입약품의 신청 및 보
충신청과 재등록신청을 포함한다. 국내 신청인이 약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약
품의 신청, 제네릭 약품의 신청절차 및 요건에 따른다. 국외 신청인이 신청하는 수입약
품의 등록은 수입약품의 신청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신규 약품의 신청이란 중국 국내에 출시 판매되지 않은 약품의 등록신청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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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출시된 약품에 대해 제형 및 투여경로 변경, 적용증상이 확대된 경우 신규 약
품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네릭 약품의 신청이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이미 그 출시를 승인한, 국가기준이 이미 확정된 약품의 등록신청을 말한다. 단, 바이오
제품은 신규 약품신청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수입약품의 신청은 국외에서 생산한 약품
이 중국 국내에서 출시 및 판매에 대한 등록신청을 의미한다. 보충신청이란 신규 약품
의 신청, 제네릭 약품의 신청 또는 수입약품의 신청 등이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증가
또는 취소된 원래 승인 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등록신청을 말한다. 재등록신청이란 약품
승인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약품의 등록신청을 말한다.
제13조 신청인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를 제공하여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관리를 증명하여야 하는 동시에 제반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증하
여야 한다.
제14조 약품 등록시 제출한 자료의 참고문헌은 반드시 도서 및 간행물의 명칭과 수록된
권, 호, 페이지 등 출처를 밝혀야 한다. 공개 발표되지 않은 문헌자료의 경우 그 소유자
가 사용을 허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자
료는 요구조건에 따라 중문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국가에서 제정한 약품업종발전기획 및 산업정책을 실
시하여야 하며 약품의 출시가격에 대해 평가를 행할 수 있다.
제16조 약품등록과정에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非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장 대조
검사, 원인 대조검사 및 승인 출시전의 생산현장검사를 진행하여 신고자료의 사실성,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제17조 2개 이상의 단위업체가 공동으로 신청인이 되는 경우 그 가운데 약품 생산기업이
소재한 지방의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
이 모두 약품 생산기업인 경우 해당 제제 생산 등록을 신청하는 하는 약품 생산기업이
소재한 지방의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인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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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약품 생산기업이 아닌 경우 샘플 제제 생산공장이 소재한 지방의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은 그 등록을 신청한 약물 또는 사용된 처방, 가공법, 용도 등에 대하여 신
청인 또는 타인의 중국 국내 특허 및 그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타인이 중국 국내
에 특허를 소유한 경우 신청인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 또는 성명을 행정기관 홈
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약품등록과정에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특허 법
률 법규에 따라 해결한다.
제19조 타인이 이미 중국 국내 특허를 획득한 약품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당 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하기 2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이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기간 만료 이후 해당 약품의
승인문서 번호와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을 발급한다.
제20조 《약품관리법실시조례》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신형 화학성분을 포함한 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허가를 획득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한 자체 시행하여 얻은 미공개
시험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자료에 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허가를 승
인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획득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미공개 데이터를
사용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체 시행하여 얻은 데이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약품의 등록신청을 위하여 수행하는 약물의 임상 전 연구는 약물의 합성방법, 채
취방법, 이화학적 성질 및 순도, 제형의 선택, 처방선별, 제조공법, 검사방법, 품질지표,
안정성, 약리성, 독성, 동물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연구 등을 포함한다. 중약 제
제는 이 밖에 원료 약재의 원산지, 가공 및 조제(炮製)의 연구를 포함하며 바이오 제품
의 경우는 菌毒種(균독종), 세포주, 생물조직 등의 원재료 원산지, 품질기준, 보존조건,
생물학적 특징, 유전적 안전성, 면역학적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22조 약물의 임상 전 연구는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그 중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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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반드시 《약물의 非임상연구품질관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약물의 연구 개발기관은 반드시 실험 연구 항목에 상응하는 인력, 장소, 설비, 계
기, 관리 제도를 갖추어 모든 실험데이터와 자료의 사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실험용 동
물과 시약 및 원재료는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 신청인이 기타 기관에 약물 연구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또는 개별 항목에 대한 실
험, 테스트, 샘플용 약품의 제조 및 생산 등을 위탁한 경우 위탁 의뢰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 자료에 포함된 약물의
연구 데이터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5조 단독으로 약물 제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연구용 원료약품은 반드시 약품 승인
번호와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을 갖추어야 하고 합법적 경로를
통하여 반입되어야 한다. 연구용 원료약품이 약품 승인번호와 《수입약품등록증》 또
는 《의약제품등록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승
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 약품의 등록신청자료 가운데 외국의 약물 연구기구가 제공한 약물의 실험연구 자
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 약물 연구기구가 발급하고 제공 자료의 항목별, 페이지
별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와 해당 연구기구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
하는 공증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인가를 거쳐야 하며 인가된 후
비로소 약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신고자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국은 심사의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제27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서가 필요에 따라
연구 상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할 때 신청인 또는 실험을 맡은 약물연구기구에 그
신고자료의 항목, 방법, 데이터에 따라 재실험을 하고 실험 과정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약품검사소 또는 기타 약물 연구기구에 재실험을 수
행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28조 약물의 임상 전 연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관련 기술 지도 원칙을

첨부

151

참고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기타 다른 평가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실험하
는 경우 그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은 약품 승인번호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승인한 생산공법에
따라 생산을 수행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승인한 생산공법 및 품질기준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생산현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수행한다.

제3장 약물의 임상실험
제30조 약물의 임상시험(생물에 대한 약효 등가성 실험 포함)은 반드시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물의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약
품감독관리부서는 승인한 임상시험에 대해 감독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규 약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네릭 약품의
신청 및 보충신청은 본 방법의 첨부문서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임상시험은
각각 Ⅰ기, Ⅱ기, Ⅲ기, Ⅳ기로 분류한다.
Ⅰ기 임상시험: 초보적 임상 약리학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험. 신규 약품의 인
체에 대한 내성도(耐受程度)와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을 관찰하여 약물의
투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Ⅱ기 임상시험: 치료작용에 대한 초보적 평가 단계. 그 목적은 약물이 치료를 목표로
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 작용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Ⅲ기 임상 실험
연구설계와 투여량의 확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단계의 연구설계는 구체
적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임의대조 임상시험(隨機盲法對照臨床試驗)을 포함한 다
양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Ⅲ기 임상시험: 치료작용에 대한 확증 단계. 그 목적은 치료를 목표로 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 작용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치료로 인한 효과와 위험
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최종적으로 약물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충분
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험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표본집단을 가진 임의대조
임상시험으로 수행된다.
Ⅳ기 임상시험: 신규 약품 출시 후의 응용연구 단계. 그 목적은 광범한 사용조건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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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물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하고 보통 또는 특수집단에 속한 인체에 미
치는 효과와 위험성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투여량 등을 조절하는 것이다.
생물에 대한 약효 등가성 실험이란 생물 이용도 연구를 통한 실험을 말한다. 즉
약물동력학 함수를 지표로 삼아 동일한 약물의 동일 또는 다른 제형을 가진 약물
제제가 동일한 실험 조건 하에서 그 활성 성분의 흡수 정도와 속도가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는 인체 실험을 말한다.
제32조 약물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실험 개체수는 임상시험의 목적과 통계학적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본 방법의 첨부문서에서 규정한 최저 임상 실험 개체수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희귀질환이나 특수질병 등 상황으로 인하여 임상시험 개체수를 줄이거나 또
는 임상 실험을 생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임상시험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심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균독종의 종자 선별 단계에서 준비된 백신 또는 기타 특수한 약물에 대하여 실험
에 적합한 동물 모델이 없음이 확실하고 실험실에서는 그 치료효과를 평가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 대상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식품약품감
독관리국에 임상시험의 수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약물의 임상시험이 승인된 이후 신청인은 약물 임상시험 자격을 갖춘 연구기구
가운데서 약물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상시험용 약물은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하는 작업장에서 제조되어
야 한다. 제조과정은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청인은 임상시험용 약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6조 신청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정한 임상시험용 샘플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용 약물을 자체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본 방법에서 확정한 약품검사소에 검사를 위탁
할 수도 있다. 백신제품, 혈액제품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바이오제
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약품검사소에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상
시험용 약물은 검사에 합격한 이후에만 임상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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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은 임상시험용 약물에 대한 표본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 신청인은 약물의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임상시험 방안과 임상
시험 책임기관의 주요 연구자 성명, 참가 연구단위 및 그 연구자 명단, 윤리위원회 심사
동의서, 인지(知情) 동의서 양식 등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여 등록하고 임
상시험기관이 소재한 지역 및 해당 신청을 수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
부서에 사본을 송부한다.
제38조약물임상시험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임상시험 방안을 준수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신청인이 발견한 경우 신청인은 그러한 행위가 시정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임상시험을 잠시 중지하거나 또는 종결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상황
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39조 신청인은 임상시험이 완료된 이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임상시험 총결보고,
통계 분석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약물의 임상시험은 승인일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규정된 기
한 내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승인증명문서는 자동 폐기된다. 임상시험을 계속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상시험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에도 지체 없이 보고한다.
제42조 임상시험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임상시험 방안을 수정하거나 임상시험을 일시중지 또는 종결하
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가 직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실험 대상
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경우; (3) 규정된 시한 내에 중대한 사고를 보
고하지 않은 경우; (4) 임상시험용 약물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
우;(5) 임상시험용 약물에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6) 임상시험 과정에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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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 (7) 《약물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에 위배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제43조 임상시험 과정에서 광범위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
생한 경우 또는 임상시험용 약물에 중대한 품질문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긴급 통제대책
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 또는 종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과 임상시
험기관은 이에 따라 즉시 임상시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4조 국외 신청인이 중국 국내에서 국제 다중심(multi-center) 약물의 임상시험을 수행
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
라야 한다: (1) 임상시험용 약물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약품이거나 또는 이미 Ⅱ기
또는 Ⅲ기 임상단계에 접어든 약물이어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예방접종용 백신류 약물에 대하여 국외 신청인이 제출한 국제 다중심
약물의 임상시험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2)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국제 다중심
약물의 임상시험의 수행을 승인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국 국내에서 먼저 Ⅰ기 임상
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국 국내에서 국제 다중심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을 수행할 때 어느 국가에서 해당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된 경우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
리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신청인은 완성된 임상시
험 보고서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국제 다중심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얻어진 데이터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약품의 등록신청에 사용되는 경우
임상시험에 관한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제 다중심 임상시험의
연구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규 약품신청의 신고 및 심사 승인
제4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신청에 대하여 특수처리를 수행할 수 있
다: (1) 중국 국내에 출시 판매되지 않으며 식물, 동물, 광물 등의 물질에서 채취한 유효
성분 및 그 제제, 새로 발견된 약재 및 그 제제; (2) 중국 국내 및 국외에서 승인 및 출시
되지 않은 화학원료 및 그 제제, 바이오 제품; (3) AIDS, 악성종양, 희귀병 등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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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동시에 뚜렷한 임상치료 효과가 있는 신규 약품; (4) 효과적인 기존 치료방
법이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규 약품; 위에 열거한 규정에 부합되는 약품에 대하여 신
청인은 약품등록과정에서 특수 심사승인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
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해당 신청이 특수 심사승인 조건에 부
합하는지 여부를 논의 확정한다. 특수 심사승인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제정한다.
제46조 여러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제조한 신규 약품은 그 중 한개 기관이 대표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기관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공동으로 등록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 약품의 신청인으로서 공동 서명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신규 약
품은 품종별로 1개의 기관에서만 생산할 수 있으며 동일한 품종의 경우 규격을 달리
하여 다른 기관에서 분할 생산할 수 없다.
제47조 제형 변경, 투여경로를 변경하지 않은 기 출시 약품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신기술
을 사용하여 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동시에 기존 제형과 비교시 보
다 뚜렷한 임상응용우세가 있어야 한다. 제형 변경 및 투여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적용
증상이 확대된 경우의 등록신청은 생산여건을 구비한 업체가 제출하여야 한다. 단,
TDDS(경피약물전달체계), Sustained Release, Extended Release제제 등 특수 제형은
제외한다.
제48조 신규 약품의 심사 승인 기간 동안, 신규 약품의 등록에 적용되는 분류 기준 및 기
술 요건은 동일한 활성성분 제제가 외국에서 승인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는다.
신규 약품의 심사 승인 기간 동안, 그 등록에 적용되는 분류 기준 및 기술 요건은 국내
약품 생산기업이 신고한 동일 활성성분 제제가 중국 국내에서 승인 출시되었다는 이유
로 변하지 않는다.
제49조 약품등록 신청자료는 1차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약품등록신청 수리 후 새로
운 기술자료를 임의로 보충할 수 없다. 단, 특수 심사승인과정에 있는 등록신청 또는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관련될 경우 및 요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신청인이 새로운 기술 자료를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해당 약품의 등록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신청인이 재 신청할 경우 본 방법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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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동일 품종이 신규 약품 모니터링기간에 접어들지 않아야
한다.
제1절 신규 약품 임상시험

제50조 신청인은 약물의 임상전 연구 완료 후 《약품등록신청표》를 작성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자료를 여실히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고자료에 대하여 그 형식을 심사하고 요
건에 부합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불가 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5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약물
의 연구생산상황 및 일차자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자료에 대하
여 일차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의견을 제기한다. 신청등록약품이 바이오제품일 경우 3개
생산번호의 검사용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약품검사소에 등록검사를 통지한다.제5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의견과 검사보고서 및
신고자료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등록검사 통지를 받은 약품검사소는 신청인이 신고한 약품기준에 따라 샘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약품에 대해 재심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약품등록 검사보고서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송부
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제5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신고자료 접수 후 규정된 기한내에
약학, 의학 및 기타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자료에 대해 기술 심
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기술심사평가 완료 후 기술심사평가의견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와
함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한다.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기술심사평가의

첨부

157

견에 근거하여 심사승인 결정을 내린다.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품임상
시험 승인문서》를 발급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견통지
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2절 신규 약품의 생산

제56조 신청인은 약물 임상시험 완료 후 《약품등록신청표》를 작성하여 소재지 성, 자치
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생산신청 관련 신고자료를 송부하는 동시에 중국약품
바이오제품검사소에 생산기준품의 원료 및 관련 기준물의 연구자료를 송부한다.
제5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고자료에 대하여 그 형식을 심사하고 요
건에 부합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불가통지서를 발급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5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이 수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상
시험현황 및 관련 1차자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자료에 대해 1차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의견을 제기한다. 바이오제품외 기타 약품은 3개 생산번호의 샘플
을 채취하고 약품검사소에 기준 재검사를 통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
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의견과 검사보고서 및 신고자료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약품검사소는 신고된 약품기준에 대하여 재검사를 수행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재
검사 의견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송부하는 동시에 재검사를
통지한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신청인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제60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신고자료를 받은 후 규정된 기한내
에 약학 및 의학과 기타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자료에 대한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심사평가를 거쳐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신청인에게 생산현장검사의 신청을 통지하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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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 약품인증관리중심에 이를 알린다. 심사평가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심사평가의견 및 관련 자료
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기술심사평가의견
에 근거하여 비준불가의 결정을 내리고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며 그 이유를 설
명한다.
제61조 신청인은 생산현장 검사통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인증관리중심에 현장검사의 신청을 제출한다.
제62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인증관리중심은 생산현장검사 신청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샘플 양산과정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결정한 생산공법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는 동시1개 생산번호의 샘플（바이오제품은 3개 생산번호
의 샘플 채취）을 채취하여 해당 약품의 기준 재검사를 수행하는 약품검사소에 송부하
여 검사를 수행한다. 현장검사 완료 이후 10일 이내에 생산현장검사보고서를 국가식품
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송부한다.
제63조 샘플은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인증서를 취득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한
다. 약품 생산기업이 새로 설립되었거나 기존의 약품 생산기업이 약품 생산 작업장을
신규 건설 또는 생산제형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그 샘플의 생산과정은 반드시 《약품
생산 품질관리 규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4조 약품검사소는 심사결정한 약품기준에 근거하여 채취한 샘플에 대하여 검사를 실
시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약품등록 검사보고서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
가중심에 송부하는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신청인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제6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기술심사평가의견, 샘플생산현장검
사보고서 및 샘플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의견과 관련 자료를 국가식품감독
관리국에 송부한다. 국가식품감독관리국은 종합의견에 근거하여 심사승인 결정을 내리
며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신규 약품증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이 이미 《약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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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취득하고 생산조건을 갖춘 경우 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약품 승인 번호를
발급할 수 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형 변경 및 투여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적용증상을 새로 추
가한 약품의 등록신청은 비준승인 획득 후 신규 약품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단,
TDDS(경피약물전달체계), Sustained Release, Extended Release제제 등 특수 제형은
제외한다.
제3절 신규 약품의 모니터링(監測) 기간

제6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공중보건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생산 승인된 신규
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 기간을 둘 수 있다. 모니터링 기간은 신규 약품의 생산 승인일
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모니터링 기간내의 신규 약품에 관하여 국가식품
약품감독관리국은 기타 기업의 생산, 제형변경 및 수입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67조 약품 생산기업은 모니터링 기간중인 신규 약품의 생산공법, 품질, 안정성, 치료효
과, 부작용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해마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
에 보고하여야 한다. 약품 생산기업이 신규 약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지 않
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68조 약품의 생산, 경영, 사용과 검사 또는 감독 기관이 신규 약품에 중대한 품질문제
또는 중대하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성, 자치
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
는 보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약품 생산기업이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한 신규 약품에 대하여 생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생산하지 않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기타 약품 생산
기업이 제출한 해당 신규 약품의 생산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신규 약품에 대해
재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제70조 신규 약품의 모니터링 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국가식품약품관리국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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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약물임상시험 신청을 기 승인한 경우 약품 등록신청과 심사과정에 따라 해당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신규 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승인하며 국내 약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해당 신규
약품과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제71조 신규 약품의 모니터링 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기타 신청인의 동일 품종에
대한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이미 수리되었으나 약물 임상 실험을 승인 받지 못
한 기타 신청인의 신청은 되돌려 보내며 신규 약품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
청인은 제네릭 약품의 신청 또는 수입약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수입약품의 등록신청이 먼저 승인된 이후에 국내 신청인의 임상시험을 승인한 경
우 약품 등록신청과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해당 신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규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그 생산을 승인하며 신청인은 또
한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 제네릭 약품의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수리되었으
나 임상 실험을 승인받지 못한 기타 동일한 품종의 신청은 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며
신청인은 제네릭 약품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제네릭 약품의 신고 및 심사승인
제73조 제네릭 약품의 신청인은 약품 생산기업이여야 하며 신청한 해당 약품은 반드시
《약품생산허가증》에 기재한 생산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제74조 제네릭 약품은 제네릭 대상약품과 같은 활성성분, 투여경로, 제형, 규격 및 같은
치료효과를 가져야 한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생산한 품종은 관련 기술지도 원칙에 따
라 제네릭 대상약품을 선정하여 대조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5조 제네릭 약품의 등록신청 시 《약품등록신청표》를 작성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
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자료 및 생산현장검사신청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고자료에 대하여 그 형식을 심사하고 요
건에 부합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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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등록신청 수리불가 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미 중약품종보호를
신청한 경우 중약품종보호신청 수리일로부터 행정결정이 내리는 기간내에 동일 품종의
제네릭 약품의 신청 수리를 잠정 중지한다.
제7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구
생산현황 및 일차자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공한 생산공
법 및 품질기준에 근거하여 생산현장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연속된
3개 생산번호의 검사용 샘플을 약품검사소에 보내어 등록검사를 수행한다.
제7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자료에 대해 심사하
고 심사의견을 제출한다.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심사의견과 검사보고서, 생산현장 검사보
고서 및 신고자료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송부하고 이와 동시
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승인 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동시에 약품검사소에 해당 약품의 등록검사 중지를 통지한다.
제79조 약품검사소는 채취한 샘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약품등록
검사보고서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송부하는 동시에 검사를
통지한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신청인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제80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규정된 기한내에 약학, 의학 및 기
타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견 및 신고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
한다.
제81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기술심사평가의견, 샘플생산 현장
검사보고서 및 샘플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의견과 관련 자료를 국가식품
감독관리국에 송부한다. 국가식품감독관리국은 종합의견에 근거하여 심사승인 결정을
내리며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약품 승인 번호 또는 《약물임상시험승인서》
를 발급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
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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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신청인은 임상시험 완료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에 임상시
험자료를 송부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기술의견에 근거하여 약품승인번호 또
는《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한다.
제83조 출시약품에 안전성문제가 존재한다고 기 확인한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네릭 약품의 신청에 대한 수리와 심사승인을 잠정 중지할 수 있다.

제6장 수입약품의 신고 및 심사승인
제1절 수입약품의 등록

제84조 수입을 신청하는 약품은 반드시 외국 제약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생산국가 또는 생산지역에서 출시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
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해당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임상에 필요함을 확인
하였을 경우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수입을 신청하는 약품은 그 생산이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약품 생산품질 관리규범 및 중국《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건에 부합하여
야 한다.
제85조 수입약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와
샘플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신고자료의 형식에 대하여 심사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통지서를 발부하며 중국 약품 바이오제품 검사소에 3개 생산번
호의 샘플에 대한 등록 검사를 실시하도록 통지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
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불가 통지서를 발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은 약품의 연구제조 상황과 생산조건 등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샘
플을 채취할 수 있다.
제87조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는 자료 및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에 등록검사를 진행하
여야 한다.

첨부

163

제88조 수입약품 등록검사를 담당한 약품검사소는 자료, 샘플 및 관련 기준물 접수 후 60
일 이내에 등록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약품등록 검사보고서를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
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특수약품과 백신제품의 샘플검사 및 약품기준 점검은 90일 이내
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89조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는 약품등록 검사보고서 및 재조사가 완료된 수입약품기
준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전문가를 구성하여 기술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재조사를 재차 진행할 수 있다.
제90조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는 수입약품의 등록검사를 완료한 이후 재조사한 약품기
준, 약품 등록검사 보고서, 재조사의견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
에 송부하는 동시에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규정한 기한내에 약학, 의학 및 기
타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신고자료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2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기술 심사평가의견 및 샘플 검사결
과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의견과 관련 자료를 국가식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한다.
국가식품감독관리국은 종합의견에 근거하여 심사승인 결정을 내리며 규정에 부합한다
고 판단될 경우 《약물임상시험승인서》를 발급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93조 임상시험이 승인된 이후 신청인은 본 방법 제3장 및 관련 요건에 따라 실험을 수
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이 완료된 이후 신청인은 《약품등록신청표》를 작성하고 규정
에 따라 임상시험 자료 및 기타 변경 또는 보충된 자료를 제출하며 그 근거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중심은 규정된 기한내에 약학, 의학 및 기
타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송부된 임상시험 등 자료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 평가를 수행
한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유를 설명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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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종합의견에 근거하여 심사승인결정을 내린다. 규정에 부합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약품등록증》을 발급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의
제약회사가 등록신청한 약품은 수입약품 등록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제품등록증》을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95조 약품제제의 수입신청 시에는 반드시 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의 합법
적 공급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롯하여 해당 제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약과 보조재
의 합법적 공급원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원료약과 보조재가 국가식품약
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취득 하지 않은 경우 관련 생산공법과 품질지표 및 검사방법
등 규범화된 연구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약품의 소포장(分包裝) 등록

제96조 수입약품의 소포장이란 약품이 이미 외국에서 최종 제제 생산과정을 완료하고 중
국 국내에서 대형포장을 소형포장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이미 내부 포장이 완료된 제품
을 다시 외부 포장하여 설명서를 넣고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97조 수입약품의 소포장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소포장을 신청하는 약품은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을 취득하
여야 한다;
(2) 해당 약품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품종이거나 생산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임상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품종이어야 한다;
(3) 동일한 제약회사의 동일한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약품 생산기업에 의하여 소포장되
어야 한다. 소포장 기한은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 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알약이나 캡슐을 제외한 기타 제형으로 생산된 제형은 반드시 외국에서 내부 포장
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수입약품을 소포장하는 약품 생산기업은 《약품생산허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입 알약이나 캡슐을 국내에서 소포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약품 생산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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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소포장하려는 제형과 일치하는 《약품생산품질 관리규범》인증서를 보유
하여야 한다.
(6) 수입약품의 소포장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약품의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
제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1년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8조 외국 제약회사는 중국 국내 약품 생산기업과 수입약품 소포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품보충신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9조 수입약품의 소포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포장하는 약품 생산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하고 위탁자가 작성한 《약품보충신청
표》를 관련 자료 및 샘플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
서는 신고자료의 형식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약품등록신청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
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심
사 의견을 제출한 후 신고자료와 심사 의견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여 심
사승인하게 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00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송부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품보충신청승인서》와 약품 승인번호를 발급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01조 수입 소포장 약품은 수입약품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2조 수입 소포장 약품의 설명서와 라벨은 수입약품의 설명서와 라벨과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하며 소포장 약품의 승인번호와 생산기업 명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3조 외국산 대형 포장 제제의 수입검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집행된다.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검사와 동일한 약품 기준을 준수
한다.
제104조 약품을 제공한 외국 제약회사는 소포장된 약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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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된 약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소포장 약품의
승인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품관리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품의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7장 일반약품(非處方藥)의 등록
제105조 제네릭 약품의 신청이 일반약품의 등록관리에 속할 경우 신청인은 《약품등록신
청표》의 “추가신청사항”중의 일반약품 조목을 표기한다.
제106조 제네릭 약품의 신청이 처방약품과 일반약품 관리에 동시에 속할 경우 신청인은
처방약품 또는 일반약품의 요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은 《약품등록신청표》의 “추가신청사
항”중의 일반약품 조목을 표기할 수 있으며 일반약품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일반
약품 심사승인 및 관리에 따르며 일반약품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처방약품
의 심사승인 및 관리를 따른다: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확정한 일반약품이 그 제형을 변경하였으나 적용증상
또는 치료효능 및 투여량과 투여경로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확정한 일반약품의 활성성분을 사용하여 새로운 복합처
방 제제를 생산한 경우.
제108조 일반약품의 등록신청시 그 약품의 설명서, 포장라벨은 일반약품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9조 수입되는 약품이 일반약품에 속할 경우 수입약품의 신고 및 심사승인 절차를 적
용하며 그에 적용되는 기술적 요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반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술
요건과 동일하다.

제8장 보충신청의 신고 및 심사승인
제110조 신규 약품의 연구생산, 약품생산 및 약품수입의 이미 획득한 승인증명서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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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첨부문서에 명기하였을 경우 보충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인은 관련 기술
지도 원칙에 따라 해당 변경이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통제성에 대한 영향을 평
가하는 동시에 상응한 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111조 신청인은 《약품보충신청표》를 작성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
리부서에 관련 자료와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
는 신고자료의 형식에 대하여 심사하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품등록신
청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
리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12조 수입약품의 보충신청을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관련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국가 또는 지역의 약품관리기관이 그
변경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국은 신고자료의 형식에 대하여 심사하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품등록
신청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품등록신청
수리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13조 약품 등록기준의 수정, 약품처방중 약용요건이 있는 보조 약재의 변경, 약품품질
에 영향주는 생산공업의 변경 등에 대한 보충신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심사 의견을 작성한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이를 송부하여 심사승인을
받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제114조 국내 약품생산기업 명칭의 변경, 국내 생산약품의 유효기간 변경, 국내 약품생산
기업이 내부적으로 약품생산장소 변경 등으로 인한 보충신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약
품감독관리부서가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심사 승인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약품보충
신청승인서》를 발급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여 등록(備案)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다.
제115조 규정에 따른 약품 포장라벨의 변경,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요구에 따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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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정 등을 보충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송부하
여 등록한다.
제116조 수입약품의 보충신청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심사 승인한다. 그 중 수입약
품제재에 사용된 원료약의 원산지 변경, 수입약품의 외관은 변경하지만 약품기준은 미
변경, 국가 약품기준 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수입약품의 설명서
를 개정하거나 설명서의 안전성 내용의 보충, 규정에 따른 약품포장의 라벨 변경, 등록
대리기구의 변경 등을 보충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이를 등록
(備案)한다.
제117조 약품의 생산기술양도, 처방 및 생산공법의 변경으로 제품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등에 대한 보충신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가 해당 《약품등록승인
서》의 첨부문서 또는 확정된 생산공법에 근거하여 생산현장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
며 약품검사소는 채취한 3개의 생산번호 샘플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제118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약품의 보충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신
청인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
단되면 《약품보충신청승인서》를 발급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
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19조 보충신청이 승인을 얻은 후 약품승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의 약품승인증명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말소 처리한다. 약품승인증명서를 추
가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의 약품승인증명서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9장 약품의 재등록
제120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발급한 약품 승인번호와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계속 생산 또
는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에 재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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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신청인은 약품 승인번호와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의 유
효기간내의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통제현황-모니터링기간내의 관련 연구결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생산통제 및 제품품질의 균일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2조 약품의 재등록신청은 약품 승인번호를 취득한 약품 생산기업이 성, 자치구, 직할
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낸다. 규정에 따라 《약품재등록신청표》를 작성하고 관련 신
고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수입약품의 재등록신청은 신청인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에 제출한다.
제12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고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요건에 부
합한다고 판단되면 약품재등록신청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리하지 않으며 약품재등록신청 수리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
한다.
제12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의
재등록신청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재등록을 승인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한다.
제125조 수입약품의 재등록신청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수리하며 반드시 6개월 이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재등록을 승인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등록 불가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2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약품은 재등록 할 수 없다:
(1) 규정된 기한 내에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출시를 승인하였을 때 제시한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주어진 요건에 따라 Ⅳ기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약품의 부작용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재평가 결과 치료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부작용이 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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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체건강에 위해를 주는 품종에 속해있는 경우;
(6)《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약품승인증명서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7)《약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8)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127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의견을 접수
한 후 심사를 거쳐 약품 재등록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등록 불가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재등록 불가 품종에 관하여 법정 사유로 인하여 약품승
인증명서가 말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해당 약품의 승인번호
와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을 말소한다.

제10장 약품의 등록 검사
제128조 약품의 등록검사는 샘플검사(樣品檢驗)와 약품기준 대조검사(標準復核)를 포함
한다. 샘플검사란, 약품검사소가 신청인이 신고 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심사
결정한 약품 기준에 따라 샘플에 대하여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약품기준 대조검사란
약품검사소가 신청인이 신고한 약품 기준에 대하여 그 검사방법의 실행가능성, 과학성
을 검증하고 설정된 항목과 지표가 약품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심사 작업을 말한다.
제129조 약품 등록검사는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검사소에
서 담당한다. 수입약품의 등록검사는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에서 시행한다.
제130조 다음과 같은 약품의 등록검사는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 또는 국가식품약품감
독관리국이 지정한 약품검사소에서 담당한다:
(1) 본 방법 제45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약품;
(2) 바이오 제품 및 방사성 약품;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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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특수 심사승인을 허가 받은 약품에 대하여 약품검사소는 샘플 검사와 약품 기준
대조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제132조 약품 등록검사에 종사하는 약품검사소는 약품검사소 실험실 품질관리 규범 및
국가 계량인증 요건에 따라 약품 등록검사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약품등록 검사의 품질 보장체계와 기술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3조 신청인은 약품 등록검사소가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샘플을
제공하거나 또는 검사용 샘플의 채취에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용 기준물질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공하거나 또는 채취하는 샘플의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수량의 3배이어
야 한다. 바이오 제품의 등록검사는 이 외에 제조횟수에 상응하는 검정 기록을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4조 약품검사소는 신규 약품의 기준 대조검사를 수행할 때 샘플검사는 물론 약품의
연구 데이터, 국내외 동종약품의 기준 및 국가의 관련 요건에 따라 약물의 약품기준,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대조검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 신청인에게 약품기준을 새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원래 대조검
사 의견을 제출한 약품검사소에 해당 약품기준에 관한 연구작업을 위탁할 수 없다. 해
당 약품검사소는 이와 같은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장 약품의 등록기준 및 설명서
제1절 약품의 등록기준

제136조 국가 약품기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약전》
과 약품 등록기준 및 기타 약품기준을 가리키며 그 내용에는 품질지표, 검사방법 그리
고 생산공법 등의 기술 요건을 포함한다. 약품 등록기준이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이 신청인에게 특정 약품에 대하여 승인한 기준을 말한다. 해당 약품을 생산하는 약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해당 등록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약품 등록기준은 중국약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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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137조 약품 등록기준의 항목 및 그 검사방법을 설정할 때는 중국약전의 기본요건,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기술지도 원칙 및 국가 약품기준 편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8조 신청인은 대표성을 갖는 샘플을 선별하여 기준 연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약품의 기준물질

제139조 약품 기준물질이란 약품기준 중의 물리 화학적 테스트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시
행되는 각종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확정된 특정 데이터가 있고 설비
의 기준화 및 측량방법 또는 시약품에 데이터를 부여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약품 기준
물질에는 기준품, 대조품, 대조약재, 참고품 등이 포함된다.
제140조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는 국가 약품 기준물질의 제정을 책임진다. 중국약품생
물제품검정소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검사소와 약품 연구기관 또는 약품 생산
기업이 협력하여 국가 약품기준물질의 제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1조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는 제정된 기준물질에 대하여 그 원재료의 선정, 제조방
법, 기준 제정 방법, 제정 결과, 기준치의 정확성, 데이터 값 출처조사, 안정성, 소포장
및 포장 조건 등 자료에 대한 전면적 기술심사를 수행하고 국가 약품 기준물질로 적합
한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진다.
제3절 약품명칭, 설명서 및 라벨

제142조 신청등록 약품의 명칭, 설명서 및 라벨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규정에 부합
하여야 한다.
제143조 신청인이 약품설명서 및 라벨을 제출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
가중심은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그 중 기업정보 이외의 내용에 대해 심사하며 승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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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이에 대해 허가한다. 신청인은 약품설명서 및 라벨
의 과학성, 규범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4조 신청인은 약품 유통 이후의 안전성, 유효성을 추적해야 하며 약품설명서 개정에
대한 보충신청을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145조 신청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양식과 요건에 따라 허가한 내용을
근거로 설명서 및 라벨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12장 기한
제146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약품관리법》, 《행정허가법》 및 《약품관리법실
시조례》에서 규정한 약품의 등록기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약
품의 등록기한이란 약품 등록에 관한 수리, 심사, 심사승인 등 관련 업무에 허용된 최대
시간을 말한다.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인 중지 또는 신청인의 자료보충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품등록검사, 심사평가작업시간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수원인으로 시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야 하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여 허가를 받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147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고자료에 대하여 그 형식을 심사하고 다음의 상항에 근거
하여 각각 처리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취득이 불필요할 경우 적시에 신청인에게 수리
불가를 통지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본 부서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수리불가
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한다;
(3) 신고자료에 즉석에서 시정가능한 착오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시정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4) 신고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그 형식이 심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석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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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신청인이 보충 수정하여야 하는 일체의 내용을 1회 고지하여야 한다. 정
해진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
주한다.
(5) 신고자료가 본 부서 직권범위에 속하고 완전하며 그 형식이 심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건에 따라 전부의 보충 자료를 제출한 경우 약품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약품 등록신청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약품등록 전용직인 날인과 날짜가 명시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14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이 수리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연
구생산현황 및 1차자료에 대한 검사, 신고자료에 대한 심사, 현장 조사, 샘플 채취, 약품
검사소에 등록검사를 통지, 심사의견과 검사보고서를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자료와 함
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는 등 업무를 완료하고 이와 동시에 심사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 약품등록검사의 시간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샘플검사: 30일; 샘플검사와 기준 대조검사를 동시 수행 시: 60일
(2) 특수 약품 및 백신류 제품의 샘플검사: 60일; 샘플검사와 기준 대조검사를 동시 수
행 시: 90일
본 방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약품검사소에서 임상시험용 샘플의 검사를 수행하
여야 할 경우 前항의 샘플검사의 시간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
제150조 기술 심사평가 시일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신규 약품의 임상시험: 90일; 특수 심사승인단계로의 진입을 허가받은 품종: 80일;
(2) 신규 약품의 생산: 150일; 특수 심사승인단계로의 진입을 허가받은 품종: 120일;
(3) 기 출시약품의 제형변경 및 제네릭 약품에 대한 신청: 160일;
(4) 기술적 심사평가가 필요한 보충 신청: 40일.
수입약품의 등록신청에 적용되는 기술적 심사평가 시일은 前 항을 참조하여 집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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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기술적 심사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료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보충
자료통지를 1회 발표한다. 신청인이 보충자료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
석에서 신청인의 진술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청인은 4개월 이내에 통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1차적으로 자료의 보충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수 심사승인단계에 진입하였을
경우 특수 심사승인단계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보충자료를 접수한 후 기술 심사평가
시간은 기존의 규정된 시한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특수 심사승인단계에
진입하였을 경우 기존에 규정된 시한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약품등록과정에서
신청인이 스스로 철회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 심사승인절차는 스스로 중지된다.
제152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관장 당국 책임자(領導)의 승인을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등록 심사승인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관련 행정허가증명서를 반포하고 하달하여야 한다.

제13장 재심사
제154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승인하지 않는다:
（1）서로 다른 신청인이 제출한 연구자료,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등록과정에서 신고자료가 진실하지 않음이 발견되고 신청인이 해당 신고자료의 사
실성에 대해 증명할 수 없는 경우;
（3）연구프로젝트의 설계 및 실시가 신청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통제성에 대한 평
가를 지지할수 없는 경우;
（4）신고자료에서 볼 때 해당 신청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통제성 등에 비교적 큰
결함이 존재할 경우;
（5）규정된 기한내에 자료를 보충하지 못한 경우;
（6）원료약 공급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생산현장 검사 또는 샘플검사결과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승인하지 말아야 할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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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수리불가 또는 승인불가의 서면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6조 신청인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승인불가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품등록재심사신청표》를 작성하
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심사 신청을 내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재심사 내용은
원래 신청 사항과 신고자료에 한한다.
제157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 결
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존의 결정과 다름없는 경우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은 이후에 제기되는 재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158조 재심사에 기술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와 관련한 전
문 기술 인력을 구성하여 원래 신청에 적용된 시한 내에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장 법률적 책임
제159조 《행정허가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
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관련 약품승인증명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160조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그 소속 업무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
은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상급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며 상황이 엄중
할 경우 직접적 책임의 담당인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
한다:
(1) 법으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약품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을 수리하는 장소에 약품 등록에 관한 신고자료 항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3) 수리, 심사평가 및 심사승인 과정에서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법정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인이 제출한 약품 신고자료가 불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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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보충 수정하여야 하는 전부의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5) 약품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법에 따라 설명하지 않
은 경우;
(6)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공청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161조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그 소속 업무인원이 약품등록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
구 또는 수령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제162조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약품등록과정에서 아래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상급 행정기
관 또는 감찰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며 직접적 책임의 담당인원 및 기타 직접적 책임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
（1）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내리거나 법으로 정한 직권
을 남용하여 등록결정을 내린 경우;
（2）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법적 기한 내에
등록결정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3）본 방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3조 약품검사소가 약품의 심사 승인에 필요한 검사업무를 담당할 때 허위로 작성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약품관리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4조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임의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법정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불법적으로 징수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직접적 책임의 담당인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제165조 약품 등록 중에 규정에 따라 《약물비임상연구품질관리규범》 또는 《약물임상
시험품질관리규범》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약품관리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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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신청인이 임상시험을 신고할 때 허위로 약품등록 신고자료 및 샘플을 제출한 경
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임상시험을 승
인하지 않으며 신청인에 경고처분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신청인이 해당 약물에 대하여
제기하는 임상시험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임상시험의 수행을 이미 승인한 경우 해당
약물의 임상시험을 승인한 승인서를 취소하고 인민폐 1만 위엔(元) 이상 3만 위엔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며 3년 이내에 해당 신청인이 해당 약물에 대하여 제기하는 임상시험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위조 자료 및 샘플을 제출한 신청인에 대
하여 부정행위 기록을 남기고 이를 공표한다.
제167조 임상시험 신고 시, 신청인이 허위로 약품 등록 신고자료와 샘플을 제출한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약품의 임상시험
에 대해 승인하지 않으며 신청인에 경고처분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
는다. 생산 또는 수입을 이미 승인한 경우 약품승인증명서를 취소하고 5년 이내에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인민폐 1만 위엔 이상 3만 위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68조 본 방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약물에 대한 재실험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그에 대하여 경고하
고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고 자격을 박
탈한다.
제169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약품 승인번호를 취소
하고 이를 공표한다:
(1) 승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약품 승인번호의 말소를 제출
한 경우;
(2) 본 방법의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불가인 경우;
(3)《약품생산허가증》이 법에 의해 취소 또는 반납 폐기한 경우;
(4)《약품관리법》제42조 및 《약품관리법실시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작용이
크거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위해를 주는 약품에 대해 승인증명서
를 말소한 경우;
(5) 법에 따라 약품승인증명서를 말소할데 관한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경우;
(6) 기타 법에 따라 약품승인증명서를 말소 또는 철회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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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부 칙
제170조 중약, 천연약물, 화학약품, 바이오제품, 보충신청, 재등록 신고자료 및 요건은 본
방법 첨부문서1, 첨부문서2, 첨부문서3, 첨부문서4, 첨부문서5를 참고하고 모니터링기간
의 규정은 첨부문서6을 참고한다.
제171조 약품 승인번호 격식: 국가약품 승인H(Z, S, J)+연도 4자리+순번 4자리이며 그 중
H는 화학약품, Z는 중약, S는 바이오제품, J는 소포장된 수입약품을 나타낸다. 《수입약
품등록증》에 부여되는 번호는 다음과 같은 격식에 따른다: H(Z, S)+연도 4자리+순번
4자리; 《의약제품등록증》에 부여되는 번호는 다음과 같은 격식에 따른다: 그 중 H는
화학약품, Z는 중약, S는 바이오제품을 나타낸다. 중국 국내에서 소포장하기 위한 대형
포장제품에 부여되는 등록증 번호는 원래 등록번호 앞에 영문자 B를 추가한다. 신규
약품증서에 부여되는 번호는 다음과 같은 격식에 따른다: 국가 약품 승인 H(Z, S)+연도
4자리+순번 4자리이며, 그 중 H는 화학약품, Z는 중약, S는 바이오제품을 나타낸다.
제172조 본방법은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수리, 보충신청의
심사승인, 재등록의 심사승인은 모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의뢰사항임을 규정한
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또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의뢰하
여 약품등록사항의 기타 기술 심사평가 또는 심사승인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17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승인출시된 약품에 대해 코드관리를 실시힌다. 약품
코드관리 규정은 별도 제정한다.
제174조 마취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용 독극물, 방사성 약품의 등록신청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도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제175조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중약재, 중약 앰플, 수입 중약재에 대한 등록관리
규정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별도 제정한다. 약품에 준하여 관리하는 체외 진단
용 시약 제품의 등록관리 방법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별도 제정한다.
제176조 약품의 기술이전 및 위탁생산 방법은 별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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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본 방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2005년 2월
28일 반포한 《약품등록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 제17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문서 1: 중약, 천연약물의 등록분류 및 신고자료 요건
첨부문서 2: 화학약품의 등록분류 및 신고자료 요건(생략)
첨부문서 3: 바이오제품의 등록분류 및 신고자료 요건
첨부문서 4: 약품의 보충신청 등록사항 및 신고자료 요건
첨부문서 5: 약품의 재등록 신고자료 항목
첨부문서 6: 신규 약품의 모니터링기간표 (설명: 다음 상황의 신규 약품외 모니터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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