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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기기
규제동향 소식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임상 평가 기관,
동물 실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체외진단시약 등록신고 자료 요구사항 및
승인 증명서류 형식에 관한 공고(2021년 제 122호)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의료기기 임상평가 표준화 기술 반환 단위 설립발표
(2021년 제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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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임상 평가
기관, 동물 실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의료기기의 임상 평가에 초점을 맞춘 기술 부분을
설립하고 의료기기와 관련된 동물 실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임상 평가에 대한 새로운 권한

첫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체외진단 (IVD)임상 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술기관의 설립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관은 일반적인 개발 및 유지뿐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임상 평가와 관련된 특별한 표준을 감독할 예정이다.

임상 실험 품질 관리
임상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교환
실제 연구 요구 사항
임상 데이터 처리

이번 발표는 또한 새로운 권위를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전문가 그룹을 식별한다. 이
그룹은 대학, 병원 및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생명과학 및 의료기기 회사 대표, 규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

둘째, 중국 규제 당국은 의료기기 등록자를 위한 동물 실험 연구 및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 1부에서는 동물 실험이 정당한지와, 가능한 경우 그러한 연구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 결정 원칙을 다루며, 2부에서는 테스트 설계 및 품질 보증 고려
사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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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출처의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 https://www.emergobyul.com/blog/2021/10/china-update-clinical-evaluation-authority-plus-guidelines-animal-testing-studies
2.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927175720180.html
3.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92715313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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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체외진단시약 등록신고
자료 요구사항 및 승인 증명서류 형식에 관한 공고(2021년 제122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체외진단시약의 등록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739호) 및 체외진단시약의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행정조치(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48호)에 따라 체외진단시약 등록신고 자료의 요건 및
승인 증명서(부속서 참조)를 제정하여 공표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행한 ‘체외진단시약 등록신고자료 공표 요건 및 승인증명서류
형식에 관한 공고’ (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4년 제 44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부속서 :
1. 중화인민공화국 의료기기 등록증(체외진단시약) (형식)
2. 중화인민공화국 의료기기 변경 등록(제출) 문서(체외 진단 시약) (형식)
3. 의료기기 등록신고자료 및 승인 증빙 서류 양식 요구사항(체외진단시약)
4. 체외진단시약 등록신고 자료 요구사항 및 설명
5. 체외진단시약 연장등록 신청 자료 요구사항 및 설명
6. 체외진단시약 변경등록/변경등록 신고자료 요구사항 및 설명
7. 체외진단시약 안전 및 성능 기본 원칙 목록

자세한 내용 및 부속서들은 아래의 출처 및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930161420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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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의료기기 임상
평가 표준화 기술 반환 단위 설립 발표(2021년 제 116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의료기기 표준화 작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표준화 조직 체계를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의료기기 임상 평가 표준화 기술 귀속 단위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부속서 : 전국 의료기기 임상 평가 표준화 기술 귀속 단위 조성 방안(제116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92717572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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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자 : 규제지원센터

◈ 문의 : 02-860-4493-4495

◈ 본 소식지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이 소식지의 내용을 신문, 방송, 세미나, 참고문헌 등에 인용시에는 사전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소식지의 내용은 최신의 해외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번역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소식지에 수록된 자료는 조사시점 기준이므로,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정책‧
제도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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