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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중국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보건식품 등 품목의 인증 및 등록 관련 일
부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필요함
• 의약품은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를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해외 의약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용이하게 되었고, 의약품 보조재와 포장재는 의약품 인증시 공동으로 인증
을 받아야 함
• 수입산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현재 일부 성시급 식약품감독관리국에서도 등록
심사를 취급하므로, 수출업체는 수입지를 선택시 지역별 해당 제도에 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지침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식품은 최소 포장
(용기)에 경고문구,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함. 한편 보건식품 원료목록
및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 시행에 따라 등록제가 적용되는 보건식품이 늘어날 전망
□ 현재 국경간 전자상거래(跨境电商) 정책이 적용되는 37개 도시의 국경간 전자상거
래 플랫폼 운영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보건식품, 화장품 등은 여전히 인증서를 심
사하지 않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활용이 가능함

I. NMPA 인증 개요

1. NMPA란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약품감독관리총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의 영
문 약어로 NMPA 대상 제품은 사전에 등록증 혹은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 2018년 3월 정부기구 개편으로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이 NMPA로 변경되었고, 보건식품(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시장감독관리국에서 관리감독한다고 규정함
• 수입산 제품도 사전에 인증서 혹은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일반무역으로
대중국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함
<NMPA 품목별 관장기관>
품목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국가약품감독관리국
(国家药品监督管理局,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산하 특수식품안전감독
관리사(特殊食品安全监督管理司)

사이트

www.nmpa.gov.cn

www.samr.gov.cn/tssps/index.html

주요기능

- 법률법규 발표, 정책제도 안내
- 온라인 신청서류 접수

관장기관

*비고) NMPA는 과거 CFDA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으나 편의상 동 보
고서에서는 NMPA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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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NMPA 인증 절차
(1) 의약품
• (개념) 의약품이란 질병의 예방, 치료, 진단에 사용하여 인체 생리기능을
조절하며, 치료기능, 복용법 및 복용량을 규정한 물질임
• (분류) 중약재, 중약음편(飮片), 중약, 화학원료약, 항생소, 생화학약품(生
化药品), 방사성약품, 혈청, 백신, 혈액제품 및 진단용 약품 등임
• (인증 절차)
- 신청서류 제출→NMPA 형식 심사→약품심사평가센터(CDE, Center of Drug
Evaluation) 심사평가→약품검사소(NIFDC, National Institutes for Food and Drug
Control) 검사→NMPA 심사비준→약물 임상시험 허가→임상 연구→약품심사평
가센터 심사평가→NMPA심사평가→수입 의약품 인증서 발급
• (인증 소요기간)
- 의약품은 품목별로 실험기간이 다르며, 신청업체의 연구개발 자료와 기타 자료
의 완성도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 차이가 큰 편임
(2) 의료기기
• (개념) 인체에 직·간접 사용되는 기기, 설비, 기구, 체외진단용 시약 및 교정
물, 재료, 및 기타 관련제품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

• (분류)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
등급분류
(관리방식)

정의

임상여부

1등급
(등록)

위험도가 낮고,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그 안정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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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인증)

위험도가 중간이고, 엄격한 통제 관리를 통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3등급
(인증)

위험도가 높고, 특별조치로 엄격한 통제관리를 통해서 그
안정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면제
임상
면제
임상

• (1등급 등록 절차)
- 사전 준비, 제품 분류 확정→중국 대리인 지정→등록 서류 작성→시험보
고서 준비→NMPA에 심사자료 제출→자료 보완 통보→NMPA 등록 완료
• (2등급, 3등급 인증 절차)
- 사전 준비, 제품 분류 확정→중국 대리인 지정→인증 서류 작성→제품
시험(시험 샘플 준비)→임상자료 작성(or 임상시험)→NMPA 인증자료 제
출→NMPA 기술문서 심사, 보완 통보→NMPA 인증 완료
• (인증 소요기간)
- 의료기기 인증은 등급별로 제품시험 및 임상시험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
이 상이하며, 1, 2등급은 1년 반에서 2년, 3등급은 3년 정도 소요됨
(3) 화장품
• (개념) 화장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됨
-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스킨케어류, 메이크업 제품류, 네일류, 두발 제품류,
방향 제품류이며 전자등록증(备案电子信息凭证)을 취득해야 함
- 특수용도 화장품은 염색류, 퍼머류, 기미제거류(미백류 포함), 자외선차단
류, 헤어토닉류, 탈모류, 버스트케어류, 바디컨투어링류, 제취류 등 9종이
며 행정허가증(行政许可批件)을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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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분류>
구분

종류
스킨
케어류

비특수용
도 화장품

특수용도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류

안부

설명
토너(스킨), 에멀전(로션), 크림, 오일, 바
디클렌저 등
아이크림, 마스크팩, 클렌징폼 등

일반

파운데이션, 팩트, 블러셔, 바디블러셔 등

아이

아이펜슬,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리무버 등

일반

립
네일제품류
일반
두발
제품류
안부
방향제품류
헤어토닉류(育发)
염색류(染发)
퍼머류(烫发)
탈모류(脱毛)
버스트케어류(美乳)
바디컨투어링류
(健美)
제취류(除臭)
기미제거류
(祛斑, 미백류 포함)
자외선차단류(防晒)

립스틱, 립글로즈, 립펜슬 등
탑코트, 네일컬러, 리무버 등
헤어오일, 포마드, 헤어로션 등
샴푸, 린스, 스프레이 등
향수, 오데코롱, 데오도란트 등
모발 성장 촉진, 탈모 방지
모발 색상 변화
모발 굴곡도 변화
체모 감소, 제거
여성가슴용
체형보정용

제도

등록제

인증제

생리 액취, 암내 제거
피부 표피 색소 침착 경감
자외선 흡수

• (등록 절차)
단계

절차

1

위탁책임자 지정

2

시험·검측

국가약품감독관
3

리국
웹사이트 등록

주의 사항
⋅해외 화장품 생산업체(무역상 제외)는 중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 제품의 수입과 경영, 품질안
전에 대해 책임지도록 위탁해야 함
⋅해외 화장품 생산업체는 경영수요에 따라 여러 위탁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한 제품당 하나의 위탁책
임자만 지정 가능
⋅중국 기술안전법규에 따라 처방된 성분과 단상자로
시험검측을 진행해야 하며, 인정되는 시험·검측 보
고서는 NMPA에서 공인한 시험·검측기관에서 발행
한 검측보고서여야 함
*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2~3개월 소요
⋅수입용 화장품 생산업체는 중국내 위탁책임자(境内责
任人)를 통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웹사이트 접속
⋅온라인사무(网上办事)의 ‘수입용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시스템’에 제품을 등록
-위탁책임자에게 수권→등록시스템 사용자명 신청
→등록 신청 서류 제출
⋅전자판 등록증(备案凭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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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심사

등록정보
변경과 말소

⋅등록한 제품은 ‘국장망비진자 (国妆网备进字, 위탁
책임자 소재성 약자) +4자리 연도숫자+6자리 순번’
의 등록번호 부여
⋅화장품을 등록한 후 3개월 내에 NMPA 등록서류의
안전성 부합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검사 실시
⋅제품의 중문명 혹은 중문포장, 원료의 중문명 혹은
INCI명, 착색제 CI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탁책임자는 30일 내에 보완작
업을 진행
⋅기존 제출한 등록서류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위탁책임자는 서류보완 작업을 진행해
야 하며, 등록서류가 요구에 부합되기 전까지 제품의
수입과 판매가 중단됨
⋅위법사항이나 품질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에 따
라 처리하고, 관련된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판매제품은 회수해야 함
⋅기존 등록정보(제품처방 제외) 혹은 위탁책임자를 변
경해야 할 경우 변경된 내용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
하고,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수리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서류도 제출해야 함
⋅위탁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 위탁책임자의
지정동의서와 변경후 위탁책임자의 제품(변경전 이미
출시된 제품 포함) 품질안전책임 관련 보증서를 동시
에 제출
⋅등록한 제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 경우 위탁책임
자는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
⋅기존 취득한 NMPA 허가증에 대해 연장신청을 하거
나 허가증이 말소된 제품은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존
NMPA 행정허가 과정에서 비준 받지 못한 제품은 등
록 불가

* 비고) 특수용도 화장품 인증 절차도 등록 절차와 유사하며, 기능성 시험이 추가됨

• (인증 소요기간)
-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4~6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1년 정도 소요
(4) 보건식품
• (개념) 보건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체에 어떤 급성, 준
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 특정 보건기능이 있다고 표명
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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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종 보건기능>
1. 면역력 강화 기능

10. 수면 개선 기능

19. 화학성 간 손상 보조보호 기능

2. 혈 지질 감소 기능

11. 유량 분비 촉진 기능

20. 여드름 제거 기능(祛痤疮)

3. 혈당 감소 기능

12. 체력 피로 완화 기능

21. 기미 제거 기능(祛黄褐斑)

4. 항산화(抗氧化) 기능

13. 산소 결핍시 인내력 제고 기능

22. 피부 수분 개선 기능

5. 기억력 개선 보조 기능

14. 방사선 피해 보조보호 기능

23. 피부 유분 개선 기능

6. 시각 피로 완화 기능

15. 다이어트 기능

24. 내장 균 조절 기능(肠道菌群)

7. 납(铅) 배출 촉진 기능

16. 생장 발육 개선 기능

25. 소화 촉진 기능

8. 인후 상쾌 기능(清咽)

17. 골밀도 증가 기능

26. 통변 기능(通便)

9. 혈압 감소 보조 기능

18. 영양성 빈혈 개선 기능

27. 위점막 손상에 보조보호 기능

• (분류)
보건식품 인증제(注册)

적용
대상

보건식품 등록제(备案)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해당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최초로 수입되는 건강기능 식품 및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22종)
일반 보건식품(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 칼슘, 마그네슘, 칼륨, 망간,
제외)
철, 아연, 셀레늄, 구리, 비타
민A, 비타민D, 비타민B1, 비
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
⋅원료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를 사
B12, 비타민C, 비타민K, 비
용하여 제조한 보건식품
타민E, 니코틴산, 엽산, 비오
틴, 콜린, 판토테산

• (인증 절차)
- 인증대행 계약체결→1차 심의→샘플 검사(위생학/안정성/안전성/기능성/기타 검
사, 인체/동물 실험)→자료 정리(신청서/성분 분석보고서/설명서/제조 공정/표준 품질/
검사보고서)→시장감독관리총국→수리(혹은 수리 각하)→기술심사평가→샘플

대조 심사→심사평가 결론 및 제안→증명서 교부 혹은 인증 각하
• (등록 절차)
- 등록대행 계약체결→1차 심의→샘플 검사→자료 정리(신청서/성분 분석보고
서/설명서/제조 공정/표준 품질/검사보고서)→시장감독관리총국→현장 등록 혹

은 자료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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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소요기간)
- 영양소 보충제의 등록은 약 8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보건식품은
27개 기능에 근거하여 신청하고 매 기능마다 진행하는 실험이 다르므로
3~5년 정도 소요됨
(5)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 (개념) 소화흡수장애, 대사문란 혹은 특정 질병환자의 영양소 혹은 특수
식사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가공 및 조제한 식품
• (등록절차) △행정수리(5일) △생산현장심사(20일) △샘플검사(30일) △임
상현장심사(40일) △기술심사비준(60~90일), 기업측 보충자료 준비(6개월)
△행정심사비준(20일) △등록증 발급(10일) 등의 과정을 거침
(6)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배합
• (개념)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을 주요 원료로 하고
적정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을 추가한 분말형태의 제품이며,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배합은 분유 생산에 사용하는 식품원료, 식품첨가
제 및 사용량, 제품의 영양성분 함유량 등을 포함
• (등록절차) △행정수리(5일) △생산현장심사(20일) △샘플검사(30일) △기
술심사평가(60일) △행정심사허가(20일) 등의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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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업종별 NMPA 인증 제도

1)

① 의약품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접수 관련 기술지도 원칙 실시(의약품)
□ NMPA는 2018년 7월 6일자로 ‘의약품의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접수 관련
기술지도 원칙(关于发布接受药品境外临床试验数据的技术指导原则的通告)’발
표를 통해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접수 관련 적용범위, 기본원칙, 기술요구
등을 규정
• 상기 원칙이 적용되는 임상시험 데이터는 신청업체가 혁신의약품의 국내외
동시 연구개발로 해외에서 취득한 임상시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생물학적등가성 데이터도 포함
• 신청업체는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의 진실성, 완비성, 정확성 및 추적가능
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생성과정은 국제인체용의약품인증기술조정협회
(ICH)의 약물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GCP)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신청업체
는 해외에서의 모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② 의약품과 약용 보조재, 포장재 등의 공동 심사비준 제도(의약품)
□ NMPA는 2019년 8월 15일부터‘의약품과 원료 의약품, 약용 보조재, 의약
품 포장재와 용기 등의 공동 심사비준 제도(关于进一步完善药品关联审评
审批和监管工作有关事宜的公告)’를 정식 시행함
• 동 제도의 실시로 약용 보조재 및 포장재 생산업체는 심시비준 절차가
간소화되어 부담이 경감되었고, 약품 생산업체는 약용 보조재와 포장재
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동시에 품질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음
• 심사비준에 합격된 제품은 NMPA 등록 플랫폼에서 ‘A’로 표기되며, 수
입 통관이 가능함
1) 최근 업종별 NMPA 인증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변화된 주요 제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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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약용 보조재 등기자료 요구사항 2)의약품 포장재 등기자료 요구사
항 3) 기면제 제품 목록(2019년판) 4)약용 보조재, 의약품 포장재 연간보
고 기본요구 등도 발표
③ 신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약품)
□ 중국 정부는 2019년 8월 27일자로 18년 만에 신규 ‘중화인민공화국 약
품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을 발표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며, 약품의 연구제조, 생산, 경영, 사용 등의 전반 과정에 대
해 새롭게 규정함
• 관리방법은 △총칙 △약품 연구제조 및 등록 △약품 출시허가증 소지자
△약품 생산 △약품 경영 △의료기구 약사관리 △약품 출시 후 관리 △
약품 가격 및 광고 △약품 비축 및 공급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12장 155조로 구성됨
- 한편 가짜 및 불량 약품 개념, 약품 출시허가증제도(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MAH), 약품 전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책임제도, 구급약 등이 부족
한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정의
• 주요 이슈로는 약품을 해외직구로 소량 구입하는데 대한 완화 정책과 처
방약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능성을 둔 것임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된 약품을 소량으로 구입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 혹은 면제한다고 규정
- 또한 온라인 약품 판매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약품감
독관리부문과 위생건강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고 규정
· 다만 백신, 혈액제품,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
품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며,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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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약품 생산허가증’ 등 7종 허가증 신규 양식 발표(의약품)
□ NMPA는 ‘약품 생산허가증 등 신규 허가증 사용 통지(关于启用新版《药
品生产许可证》等许可证书的通知)’를 통해 2019년 9월 1일부터 신규 양
식을 사용하고, 2020년 12월까지 전부 신규 허가증으로 교체를 요구함
• ‘약품관리법’과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및 약품 출시 후 관리감독
규정에 따라 ‘약품 생산허가증’ 등 허가증 양식을 통일적으로 제정
• 통지에서는‘약품 생산허가증’, ‘의료기구 제제 허가증’, ‘약품 경영
허가증’, ‘방사성 약품 생산허가증’, ‘방사성 약품 경영허가증’,
‘방사성 약품 사용허가증’, ‘인터넷 약품 정보 서비스 자격증서’(정
부본 포함) 등 7종류의 허가증 양식을 발표
⑤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 발표(의료기기)
□ NMPA는 ‘신규 수정한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关于公布新修订免
于进行临床试验医疗器械目录的通告)’을 발표
• 이에 따라 `임시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수정판)’및 ‘임상실험 면제
체외진단시제 목록(수정판)’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신규 목록의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는 총 1,248개이며, 이 중‘의료기기
제품’과 ‘체외진단시제 제품’이 각각 855개와 393개로, 기존 목록 대
비 각각 84개, 277개가 증가

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사요점 및 판정원칙 통지(의료기기)
□ NMPA는 2018년 11월 28일자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사요점 및 판정원칙
관련 통지(关于印发医疗器械临床试验检查要点及判定原则的通知)’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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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품질관리규정’의 요구에 근거
하여 상기 원칙을 발표함
• 검사요점에는 현장검사 요점과 검사내용이 포함되며, 임상시험 전 준비사
항, 임상시험 대상자 권익보장, 임상시험 방안, 임상시험 과정, 기록과 보
고, 실험용 의료기기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됨
⑦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구 등록 완료 공지(의료기기)
□ NMPA는 2019년 1월 18일자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구 670개 등록 완료
(医疗器械临床试验机构已完成备案超过670家)’공지를 통해 등록을 진행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구 명단을 발표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중국내 29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군대병원 676
개가 등록을 진행했고, 이 중 광둥성, 장쑤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의 등록 수량이 전국 상위 5위로 총 260개에 달했음
• NMPA는 2017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구 조건 및 등록관리방법’을 발
표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구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하였음
⑧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시스템 시범사업 개시(의료기기)
□ NMPA는 의료기기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
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시스템 시범사업 방안(关于印
发医疗器械唯一标识系统试点工作方案的通知)’을 발표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는 의료기기 제
품의 전자신분증으로 의료기기 인증기업은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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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를 담당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송해야 함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에는 제품코드와 생산코드를 포함하며, 제품코드는
등록인, 의료기기 모델 규격 및 포장을 식별하는 유일한 코드이고, 생산
코드는 의료기기 생산과정 관련 정보 코드로 구성되었으며, 의료기기 일
련번호, 제조번호, 생산일자, 사용만료일자 등이 포함됨
⑨ 의료기기 인증인(注册人) 제도 실시범위 확대(의료기기)
□ NMPA는 2019년 8월 1일자로‘의료기기 인증인 제도 시범사업 확대 통지
(关于扩大医疗器械注册人制度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
• 과거 중국내 의료기기 인증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을 보유
한 업체만 취득 가능했으나, 2017년 10월부터‘의료기기 인증인 제도’
를 상하이, 광둥,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 실시하면서 연구개발 능
력만 보유한 업체도 인증서 취득이 가능해졌음
• 이번 통지 발표일부터 동 제도의 시범지역을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
닝, 헤이룽장,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산둥, 허난, 후베이, 후
난, 광둥, 광시, 하이난, 충칭, 쓰촨, 윈난, 산시(陕西) 등 21개로 확대시킴
• 의료기기 인증인은 상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연구개발기구로 의료
기기 품질안전 책임 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의료기기 인증인은 상기 지
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가능함
⑩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증 연장시 자체 보증제 도입(화장품)
□ NMPA는 화장품 심사평가 효율 제고를 위해 ‘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연
장시 보증제 심사비준 실시 공고(关于实施特殊用途化妆品行政许可延续承诺制
审批有关事宜的公告)’를 발표하여 2019년 6월 30일부터 정식 시행함

13

•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허가증 만기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업체는‘화장
품 행정허가 연장 업무 요구’에 근거하여 자체심사를 진행하고, 허가증
만기 30일 전에 NMPA 플랫폼에 ‘화장품 허가증 연장 자체심사 보증
서’ 및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요구에 근거하지 않고 허가증을 연장했을 경우, 동 화장품은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기된 후 생산 및 수입이 불가함
⑪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 시행(보건식품)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공동으로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保健食品原料目录与保健功能目录管
理办法)’을 발표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동 관리방법은 목록에 포함시키는 원료 및 보건기능이 부합해야 하는 요
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중국내에서 생산 및 경영하는 보건식품의 원료목록2)과 보건기능 목록3)의
제정 및 조정은 동 방법을 적용하며, 향후 상기 목록에 대해 조정할 예정
으로 등록제가 적용되는 보건식품이 점차 늘어날 전망
- 비타민, 미네랄 등 영영물질 외 원료목록에 포함되는 원료는 ∆국내외에
서 사용한 기록이 있고, 원료 안전성이 보장되며, 인증을 받은 보건식품
에 기사용된 원료 ∆원료에 상응한 기능이 현행 보건기능 목록에 포함
∆원료 및 용량범위, 상응한 기능, 생산공정, 검사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보건기능 목록에 포함되는 보건기능은 ∆영양물질을 보충하고, 인체 건
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하거나 질병 발생 리스크 요인을 낮추는 것을 목
적 ∆건강 소비 수요가 명확하고,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 및 인식될 수
2) 보건식품 원료목록은 원료 정보이며, 원료명, 용량 및 상응한 기능 포함
3) 보건기능 목록은 명확한 평가방법과 판정표준을 보유한 보건기능 정보리스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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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과학적인 평가방법과 판정표준을
보유해야 함 ∆전통 중의약 양생·보건 이론에 부합해야 함 ∆적용군과
비적용군이 명확해야 함
⑫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 지침 시행(보건식품)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소비자가 보건식품과 일반식품, 약품 구분에 편
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 지침(保健食品标注警示用
语指南)’을 발표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보건식품의 최소 포장(용기)에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
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와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하고, 라벨에 신고 서비스 전화, 서비스 시간대 등을 표기해야 함
⑬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 임상시험 기술지도원칙 시행(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 임상시험 기술지도원칙
(特定全营养配方食品临床试验技术指导原则)’을 발표하여 2019년 10월 11
일부터 정식 시행하였음
• 특수의학용도 식품의 임상시험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
‘과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인증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당뇨병, 신
장병, 종양환자 영양요구에 따른 상기 3가지 조제식품 임상시험 기술지
도원칙을 발표
• 상기 기술지도원칙에는 ∆임상시험 목적 ∆임상시험 대상자 선별 ∆임상
시험 퇴출 및 중단 ∆시험용 샘플에 대한 요구 ∆시험방안 설계 ∆관찰
지표 ∆결과판정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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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종별 NMPA 인증 제도 요약(표)>
구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시행 정책

시행 일자

① 의약품 해외 임상시험데이터 접수 관련 기술지도 원칙

2018.7.6

② 의약품과 약용 보조재, 포장재 등의 공동 심사비준 제도

2019.8.15

③ 신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2019.8.27

④‘약품 생산허가증’등 7종 허가증 신규 양식 발표

2019.9.1

⑤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1,248개 품목) 발표

2018.9.28

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사요점 및 판정원칙 통지

2018.11.28

⑦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구 670개 등록 완료 공지

2019.1.18

⑧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시스템 시범사업 개시

2019.7.1

⑨ 의료기기 인증인(注册人) 제도 실시범위 확대

2019.8.1

⑩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증 연장시 자체 보증제 도입

2019.6.30

⑪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 시행

2019.10.1

⑫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 지침 시행

2020.1.1

⑬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 임상시험 기술지도원칙 시행

2019.10.11

Ⅲ. 인증 통계
□ (의약품) 2018년 약품심사평가센터에서 접수한 인증 신청건수는 중국산
및 수입산 포함 7,336건으로 2017년 대비 47% 증가했고, 기존 신청건수
가운데 9,796건에 대한 심사를 마쳐 업무효율이 대폭 제고됨
• 이 중 수입산 화학약품 1차 약제(原研药) 신청건수는 75건, 혁신 의약품
신청은 85건으로 혁신 의약품은 항암약, 순환계통 및 소화계통 분야에
집중되었고, 심사 비준한 수입산 1차 약제는 67건임
□ (의료기기) 2018년 의료기기 인증, 연장 등록, 허가사항 변경 관련 신청은
중국산 및 수입산 포함 6,608건으로 2017년 대비 3.3% 감소했고, 기존 신
청 가운데 심사 비준한 건수는 5,528건으로 2017년 대비 38% 감소
• 수입산 의료기기(2등급과 3등급) 인증건수는 총 529건으로 2017년 대비 101
건이 증가. 인증건수 기준 1~5위는 미국산(166건), 독일산(95건), 일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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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건), 한국산(48건), 스위스산(14건)으로 전체 인증건수의 75.6%에 달함
• 수입산 중 인증건수 1~5위 품목은 의료영상기기, 임상검사기기, 무원삽입
기기, 의료진찰간호기기, 치과용기기임
□ (화장품) 2018년 수입산 비특수용도 및 특수용도 화장품 인증·등록 건수
는 총 1만 6624건으로 2017년 대비 3,000건 이상이 증가하였음
• NMPA‘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증을
취득한 수입산 제품은 총 1만 5,147건이며, ‘생산업체명’을‘한국’으
로 검색시 총 508건이 나타나며 실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됨
(*2017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통계)

□ (보건식품) 2018년 수입산 영양소 보충제의 등록건수는 40건에 달하여
2017년의 5건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보건식품 인증 및 등록 관리방법’이 실시된 후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총 58건의 수입산 영양소 보충제가 등록증을 취득.
국가별로 보면 미국산 32건, 캐나다산 8건, 홍콩산 8건, 뉴질랜드산 4건,
호주산 3건, 한국산 2건, 이스라엘산 1건임
□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2018년 수입산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인증건수
는 13건으로 2017년의 3건 대비 증가세를 보임
• 한국산은 2017년과 2018년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고, 2019년에 2건의
제품이 인증서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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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최근 중국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보건식품 등 품목의 인증 및 등록
관련 일부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필요
• 의약품은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를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해외 의약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용이하게 되었고, 의약품 보조재와 포장재는 앞으로 의
약품 인증시 공동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수입산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현재 일부 성시급 식약품감독관리국에
서도 등록 심사를 취급하므로, 수출업체는 수입지를 선택시 지역별 해당
제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지침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건식품은
최소 포장(용기)에 경고문구,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함. 한
편 보건식품 원료목록 및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 시행에 따라 등록제가
적용되는 보건식품이 늘어날 전망
□ 현재 국경간 전자상거래(跨境电商) 정책이 적용되는 37개 도시4)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보건식품, 화장품 등은 여
전히 인증서를 심사하지 않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활용이 가능함

• 최근 중국내에서 보건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과거 무역업체에서 점차
전자상거래 업체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NMPA 인증 문의상담
-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인증문의 beijingk@kita.net 로 송부

4)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적용되는 37개 도시 : 항저우, 톈진, 상하이, 충칭, 허페이, 정
저우,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쑤저우, 푸저우, 핑탄, 베이징, 후허
하오터, 선양, 창춘, 하얼빈, 난징, 난창, 우한, 창사, 난닝, 하이커우, 구이양, 쿤밍,
시안, 란저우, 샤먼, 탕산, 우시, 웨이하이, 주하이, 둥관, 이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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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품목별 인증시 제출서류
□ 의약품
구분

전체 서류

약학 연구자료

약리, 독리
연구자료

임상시험 자료

서류
⋅약품 명칭
⋅증명 문서
⋅신고 제목 및 근거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서
⋅약품설명서, 초안설명 및 관련 참고문헌
⋅포장, 라벨 설계 견본
⋅약학 연구자료에 대한 논술자료
⋅원료약 생산공정 연구자료 및 문헌자료, 제제 처방 및 공정
연구자료 및 문헌자료
⋅화학구조 관련 시험자료 혹은 문헌자료
⋅품질연구 관련 시험자료 혹은 문헌자료
⋅약품 표준 및 초안 설명, 표준제품 혹은 대조제품 제공
⋅샘플 검사보고서
⋅원료약, 보조재의 출처 및 품질표준 관련 자료와 검사보고서
⋅약물 안전성 연구 관련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약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의 선택근거 및 품질표준 관
련 자료
⋅약리, 독리 연구자료에 대한 논술자료
⋅주요 약효학(药效学)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일반 약리학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급성 독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장기 독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특수 안전성(과민, 용혈, 자극 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복합제제 성분의 약효, 독리 등 관련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돌변유발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생식독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암유발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의존성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비임상 약물동태학 시험자료 및 문헌자료
⋅국내외 관련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논술자료
⋅임상시험 계획 및 연구방법 관련 자료
⋅임상연구자 수책
⋅피험자동의서 샘플, 논리 위원회 비준서
⋅임상시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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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1) 안전리스크 분석보고서(자체양식)
- 리스크 분석, 평가, 제어, 잔여리스크 수용 능력 등 ISO 14971, YY/T
0316-2008 등 요구에 부합해야 함
2) 제품기술요구(NMPA양식)
3) 제품설명서 및 최소판매단위 라벨설계 견본(자체양식)
- 의료기기설명서와 라벨관리규정 관련 법규 요구에 부합해야 함
4) 생산제조정보(자체양식)
㉠ 유전원/무전원 제품 생산과정 정보 표시, 제품 생산가공기술 명확, 중요한 공업기
술과 특별한 공업기술 명기, 생산과정 중 제어 포인트(지점) 설명
㉡ 생산공장 : 연구·제조, 생산지역의 실제상황 설명
5) 증명문건(자체양식)
- 기업자격 증명서, 제품 출시판매 증명서, 중국 지정대리인 위탁서
- 대리인 승낙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혹은 기관 등기증명 사본
6) 부합성 성명(자체양식)
㉠ 제품이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과 관련법규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신청인이
성명. 제품이 ‘의료기기 분류규칙’ 관련 분류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성명.
제품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성명하고
표준에 적합한 목록을 제공
㉡ 제출 자료의 진실성 자체보증 성명(신청인과 대리인이 각각 발급)

- 추가 제출서류(2등급, 3등급만 해당)
1) 의료기기 안전유효 기본요구 목록 : 총 65개 조항(목록은 주로 3부분으로 구성)
㉠ 요구 : 기본요구(안전, 유효)
㉡ 방법 : 부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ISO, GB, YY 표준 등
㉢ 증거 : 부합성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문건
2) 종합자료
㉠ 개요 : 제품명칭, 분류, 코드 및 관련 근거
㉡ 제품설명 : 제품구조 조성, 작동 메커니즘 등
㉢ 모델번호 규격 : 각 모델번호 규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 포장설명 : 제품(함께 판매되는 부품 포함) 포장상황
㉤ 적용범위 및 금기 : 적용범위, 예상 사용환경, 적용 대상, 주의사항
㉥ 참고가 될 만한 동종 품목 또는 이전세대 제품 현황 : 신청등록제품 연구배경과 목적
및 유사 제품 대비 리스트 상세 서술
㉦ 부품 혹은 부속품 관련 승인 취득했으면 사본 제출 : 기타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 예상
되면 연결 방법 표시

20

3) 연구자료
㉠ 제품 성능연구 : 제품 성능 연구자료 및 제품 기술요구 연구와 제작 설명
㉡ 생체적합성 평가연구 : 직접 혹은 간접 인체 접촉 재료에 대해 평가진행
㉢ 생물 안전성 연구 : 동종이식재료, 동물유래재료 혹은 생물활성물질 등이 포함되면 관
련 연구자료 제공
㉣ 살균과 소독 연구 : 생산기업의 살균, 소비자의 살균, 잔류독성, 최종소비자 소독 등
㉤ 유효기간과 포장연구 : 유효기간 검증보고서 혹은 사용 차수 검증보고서 혹은 포장 완
전성 근거
㉥ 동물연구 : 제품이 처음으로 인체에 삽입된다면 제공 필수
㉦ 소프트웨어 연구 :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면 소프트웨어 기본 정보, 구현 과정과 핵심 알
고리즘 제공
㉧ 기타
4) 제품 검사보고서(NMPA 지정 검사기관 발행)
- NMPA가 인정한 검사기관 제출. 검사보고서와 <제품기술요구> 예비평가 의견 포함

□ 화장품
등록 절차

1

시험·검측 서류

2

NMPA
등록(注册)시스템
가입 서류

제출서류
⋅제품검측 신청표
⋅제품검측 접수증
⋅제품검측 보고서
⋅유해물질 검측 보고서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 해석
⋅광우병 유발 원료 미첨가 확인서
⋅화장품 기술 요구(제품의 성분, 제조공정도, 기본정보,
시험검측 결과 등)
- 유의사항
* 중국법규에 맞게 최종 컨설팅된 성분표를 토대로 샘
플 제작
* 중국법규에 맞게 최종 컨설팅된 단상자를 토대로 샘
플 포장
* 동일한 LOT번호로 생산하여 LOT번호 기재
* 샘플의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 추가 제출서류(특수용도 화장품)
⋅인체안전성 검사 보고서
⋅일소방지화장품 일소방지효과 시험 보고서
- 위탁책임자는 아래 서류를 NMPA 등록시스템에 제출,
심사에 통과되면 전산파일과 일치한 서류문서를
NMPA에 제출하여 취급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취득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시스템 사용자명 등록신청서(위
탁책임자 날인, 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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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등록신청 서류

⋅해외 생산업체가 위탁책임자에게 발급한 수권서 및 공
증서(외국어 수권서 중국어 번역 후 공증)
⋅중국내 위탁책임자 사업자등록증
- NMPA 등록시스템에 가입 완료된 중국내 위탁책임자
는 화장품의 안전성 관련 서류를 등록시스템에 제출
한 후 전산파일과 일치하는 서류문서를 NMPA에 제
출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신청표(온라인 입력)
⋅제품 중문명 명명근거(온라인 입력)
⋅제품처방(온라인 입력)
⋅제품 품질안전 통제요구
⋅제품 원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중국시장 전용포장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생산공정의 간략한 서술
⋅제품 기술요구
⋅화장품 행정허가검험기구가 발급한 검측보고서 및 관
련자료
⋅안전성 평가자료(안전위험물질 존재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광우병 유발 원료 미첨가 확인서
⋅제품 생산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의 제조판매증명서
⋅해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관련 증명서류
⋅등록에 도움이 되는 기타자료
* 서류 원본(검사보고서, 공증서, 증명서 등은 제외)은
위탁책임자가 페이지마다 날인 혹은 간인

□ 보건식품
구분

제출서류

인증

⋅등록신청서, 법률책임승낙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인, 연구개발시간, 연구제조과정, 검증데이터, 목록
외의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관리에 대한 논증보고서와 과학적 근
거, 연구개발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한 제품기술 관련 자료 등
⋅제품 배합자료, 원료 및 보조재의 명칭과 사용량, 제조공정, 품질표준, 필요시 규
정에 따라 원료 사용근거, 사용부위에 대한 설명, 검사합격증명 및 품종 검증보고
서 등을 제출
⋅제품 생산공정자료, 생산공정 약도 및 설명서
⋅안전성 및 보건기능 평가자료, 목록 외의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시험
평가자료, 복용관련 평가자료, 효능성분 혹은 지표성분의 위생학, 안전성, 균종검
증, 균종 독리학시험보고서, 흥분제 및 금지약품 성분에 대한 검사보고서
⋅보건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종류, 명칭, 관련 표준 등
⋅제품라벨, 설명서 견본, 제품 통용명칭 중복여부 관련 검색자료
⋅판매용 최소 포장 샘플 3개
⋅기타 제품등록 심사평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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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록신청서, 법률책임승낙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배합자료 : 원료 및 보조재의 명칭과 사용량, 제조공정, 품질표준, 필요시 규
정에 따라 원료 사용근거, 사용부위에 대한 설명, 검사합격증명 및 품종 검증보고
서 등을 제출
⋅제품 생산공정도
⋅안전성 및 보건기능 평가자료, 목록 외의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시험
평가자료, 복용관련 평가자료, 효능성분 혹은 지표성분의 위생학, 안전성, 균종검
증, 균종 독리학시험보고서, 흥분제 및 금지약품 성분에 대한 검사보고서
⋅보건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종류, 명칭, 관련 표준 등
⋅제품라벨, 설명서 견본
⋅제품 기술 관련 자료
⋅검사기구가 발급한 제품기술요구에 부합된다는 전 항목 검사보고서
⋅제품라벨, 설명서 견본, 제품 통용명칭 중복여부 관련 검색자료
⋅기타 제품 안전성 및 보건기능을 표명하는 자료

수입산
제출

⋅제품 생산국(지역)의 정부 주무부처 혹은 법률서비스기관이 발급한 인증 신청인이
출시한 보건식품의 해외 생산업체라는 자격증명문서
⋅제품 생산국(지역)의 정부 주무부처 혹은 법률서비스기관이 발급한 건강기능식품
이 출시·판매 1년 이상이라는 증명문서, 혹은 제품 해외 판매 및 복용상황 관련
안전성보고서
⋅등록 신청인은 검사용 샘플의 출처가 명확함을 보장해야 하며, 수입 등록 제품은
제품 생산국(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어야 함
⋅해당 생산국(지역)에서 출시한 포장, 라벨 및 설명서 실제 샘플
⋅중국 내 신청인이 중국 대표기관에 상주하여 등록하는 경우,‘외국기업 상주 중국
대표기관 등록증’사본
⋅등록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 자료를 첨부해야 함(외국어 증명
서류, 라벨, 설명서 등은 중국내 공증기관이 공증, 원문내용과 일치해야 함)
⋅중국 외 공증서류, 위탁서(협의) 등은 원본이어야 하며, 제품 생산국(지역)의 공식
문자를 사용하여 당사자가 날인하거나 법인대표(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는 자)와
서명해야 함(증명서, 위탁서 등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은 유효기간 내 사용)
⋅생산과 판매 증명문서, 품질 관리 체계 혹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등 증빙 문서, 위탁 가공 협의서 등의 증명문서는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열거하여 설명 가능함
-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등록 신청시, 한 제품은 원본, 다른 제품은 복사본을 사용
하도록 허용하고, 등록제품 명칭이 있는 서면 원본으로 설명해야 함
- 이 제품들을 각기 다른 시기에 등록하는 경우, 한 제품은 원본을 사용하고 다
른 제품은 공증 후의 복사본을 사용해야 하며, 등록제품 명칭이 있는 서면 원
본으로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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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➀
➁
➂
➃
➄
➅
⑦
⑧
⑨

등록신청서
제품 연구개발 보고서, 배합설계 및 근거 자료
생산공정자료
품질표준 관련 자료
라벨 및 설명서 견본
샘플 검사보고서
연구개발, 생산 및 검사능력 증명 자료
기타 제품 안전성, 영양충족성 및 특수의학용도 임상효과를 표명하는 자료
특정 전 영양 조제식품 임상실험 보고서

□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배합
➀
➁
➂
➃
➄
➅

등록신청서
제품배합 연구개발 보고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
제품 검사보고서
생산, 연구개발 및 검사능력 증명서류
제품라벨 및 설명서 설계 원고
기타 배합의 과학성 및 안전성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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