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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의료기기 등록 절차
○ 탄자니아 의약·의료기기청*(Tanzania Medicines & Medical Devices
Authority,

TMDA)는

의료기기(Medical

Devices)를

위험군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함(표 1. 참조)
* 탄자니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Gender,
Elderly and Children, MoHCDGEC) 산하 기관으로 탄자니아 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보장을 규제하는 기관임
표 1. 탄자니아 의료기기 분류체계
등급
위험군 분류
의료기기 예시
A
저위험군
써지컬 리트렉터, 압설자 등
B
저-보통위험군
피하주사침, 흡입장치 등
C
보통-고위험군
산소호흡기, 골교정 플레이트 등
D
고위험군
심장판막, 이식형 제세동기 등
출처: TMDA 의료기기 등록 및 문서 제출 지침(p. 8)

주요내용

○ 탄자니아 내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판매, 공급, 수입이 전부 금지되어
있어

조달시장

진출

및

수출을

위해서는

판매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함
- (자격) 탄자니아 거주자(Resident)로 TMDA 의료기기 딜러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신청자가 탄자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탄자니아 내 거주하거나 TMDA에 의해
승인받은 탄자니아 내 설립된 법인을 현지 대리인(Local Responsible Person,
LRP)으로 임명해야 함

○ 등록 절차는 신청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서류 목록 검토, 등록 심사,
판매 허가의 승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약품을 등록하면 등록
신청자가 판매 권한 소유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가 되어 등록한
의료기기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됨
- 신청자는 의료기기마다 별도의 신청서로 등록해야 하며, 신청서의 의료기기는
다음 중 하나만 포함되어야 함

(i) 단일 의료기기(A single Medical Device)
(ii) 하나의 의료기기 제품군*(One Medical Device Family)
(iii) 하나의 의료기기 시스템**(One Medical Device System)
(iv) 하나의 의료기기 그룹***(One Medical Device Group)
* 모양, 색상, 향미, 또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설계, 제조 과정 및 용도가
같은 것임
** 장치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단일
이름으로 판매되는 여러 구성 요소 또는 부품을 의미함
*** 수술팩 또는 트레이와 같이 단일 이름으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총체임

○ (신청 서류 목록) 등록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포함하며, 모든 신청서는
영어 또는 스와힐리어로 작성되어 인쇄본(Hard Copy)과 전자문서를 담은 CD도
함께 준비해야 함
- 커버레터(Covering Letter), 등급별 요구 문서, 서류의 모든 분류와 그에
상응하는 쪽 번호 목록, 참조문헌 및 지원문서 사본, 상업용으로 포장된 의료기기
견본(Sample) 두 개, 수수료가 등록신청서에 포함됨
※ 등급별 요구 문서는 A등급과 그 외 B, C, D 등급으로 구분됨(표 2. 참조)
표 2. 탄자니아 의료기기 등록 시 등급별 요구 문서
A 등급

B,C,D 등급

신청서(부록 I, p. 31)

신청서(부록 I, p. 31)

승인 요청서(Letter of Authorization)

승인 요청서(Letter of Authorization)

사용설명서, 환자 주의사항 책자, 브로셔
및 카탈로그를 포함한 홍보 책자

기기 세부사항(Information on Device
Details)
기술문서 요약(Summary Technical
Documentation)

라벨링 정보 및 제품 표기사항(Labelling
Information)

라벨링 정보 및 제품 표기사항(Labelling
Information)

소독 및 살균 방법 및 사용처

필수 요구사항 체크리스트(부록 IV, p.
42)

품질인증(Proof of Quality Management
품질인증(Proof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예시: ISO 13485
System, QMS) 예시: ISO 13485
※ 기기 세부사항의 경우, TMDA 의료기기 등록 및 문서 제출 지침 p. 15, 기술문서
요약의 경우 p. 17, 라벨링 정보 및 제품 표기사항의 경우 p. 24에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람
출처: TMDA 의료기기 등록 및 문서 제출 지침(p. 12)

○ (등록 면제 의료기기) 일부 의료기기(A등급)는 위험이 낮아 제품 등록이 면제될
수 있으며 등록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목록과 그의 용도는 부록 VII(p. 63)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정된 목적에 대해서만 등록이 면제됨
- 등록이 면제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다음을 제출하여 당국에 통보해야 함
(i) 의료기기 신청서(부록IV, p. 42) (ii) 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 (iii) 수수료

○ (신청서 처리 기간) 신청서가 접수된 후 서류가 처리되는 기간은 A등급의
경우 45영업일, B,C,D 등급의 경우 90영업일이 소요되며 통지 신청
(Application for Notification)은 5영업일 이내에 처리됨
- 당국에 의해 질의(Query) 또는 요청(Request)이 제기될 경우, 답변 완료
시점까지 등록절차가 일시 중단됨. 6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등록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당국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해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등록의 승인) 등록이 승인된 의료기기는 5년간 유효하며 연간 유지비 납부,
시판 후 의료기기에 대한 감독보고서(Surveillance Report) 연 2회 제출,
등록기기 사용 관련 부작용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가짐
- (등록의 거절) TMDA는 유예나 거절 사유를 전달함으로써 등록사항의 수정이
가능하며, 등록 거절 시, 60일 이내에 등록자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함
- (항의) 결정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는 신청자는 항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하여 등록의 승인 또는 거절이 가능함. 재심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신청자는 보건 장관에 항의할 수 있음

○ 탄자니아 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진출 시 선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TMDA의 의료기기 등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 판매 권한 소유자(Authorization Holder)가 모든 등록한 제품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총체적 권한 확보를 위해 한국기업이 직접 등록자가 되는 것이

향후전망
(시사점)

좋음. 수입 및 유통사의 변경을 원할 경우 등록사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제품의
등록을 수입 및 유통사가 대행하게 되더라도 한국기업 의 이름 하에 등록하는
것이 안전함

○ 탄자니아는 2021/22년 예산안 발표 시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관 기업의 탄자니아 의료기기 등록 후 시장 진출이
독려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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