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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세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병원체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향균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균제 내성균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내성미생물의 신속한 검출이 매우 중요
- 이러한, 약제 감수성 및 내성미생물의 허가 심사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및 합리적인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2등급 기술문서 심사기관 및 관련 업계의 요청

1. 배경 및 목적
 목적
- 약제 감수성 및 내성 미생물 검사시약의 허가·심사·평가 시에 요구되는
제출자료 작성 및 기술문서 심사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
 적용 범위
- 인체에서 유래하는 미생물을 검체로 하여 항균제 약제감수성 여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에 적용되는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 항균제 약제감수성 및 항균제 내성미생물검사 결과판독시
MIC(Minimun inhibitory concentration)을 측정원리로 사용하는 시약을 대상

1. 배경 및 목적
 허가현황
- 약제감수성 및 내성 미생물 검사시약 허가 현황(`19.7)
- 총 380개 품목(수입 351품목, 제조 29품목)
※ 기 허가품목군 : 약제 감수성 및 내성 미생물검사시약(D05020.01[2])

1. 배경 및 목적
 추진 경과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19.2.26)
-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가이드라인(안) 협의 및 최종안 도출(`19.3.14)

- 가이드라인 최종 마련(`19.4.30)
<전문가 구성>

- 학계 2명(진단검사의학과)
- 산업계 4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 기술문서심사기관 2명

2. 주요 내용 소개
 신청서 기재 항목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모양 및 구조
- 원재료

- 제조방법
- 사용목적
- 사용시 주의사항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시험규격
- 비고

2. 주요 내용 소개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
- 개발경위, 측정원리 및 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 이미 허가 • 인증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주요 내용 소개
 분석적 성능 자료의 인정 범위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가목 1), 3), 4)에
해당하는 경우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
험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 방아 승

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
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된 시험자료
4.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

급하고 그 내용(전문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2. 주요 내용 소개
 성능시험의 상세사항
※ 『의료기기 허가•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

자료가 신청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기준에 따라 항균제감수성검사용 시스템에 필요한 성능요구 조건
및 판정기준을 제시한다
- M100-S25,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Twenty-Fifth
Informational Supplement, CLSI, 2015
- 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Susceptibility testing of
infectious agents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devices. Part 2: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devices, ISO
20776-2: ISO; 2007

2. 주요 내용 소개
 성능시험의 상세사항
가. 정확도

1) 정의 : 해당 항균제감수성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어진 감수성 결과 범주
(S,I,R)가 표준법과 일치하거나, MIC값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시험방법

가) 신청제품의 감수성 결과와 액체배지희석법/한천배지계대희석법 등 표준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감수성 결과의 비교
나)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감수성 카테고리 간 일치도 비교, MIC값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표준법에서 얻어진 MIC값과 서로 비교.
3) 시험기준
가) MIC AST는 표준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EA가 90%이상이고 전체 VMD 및
MD가 각각 3% 이하인 것.

2. 주요 내용 소개
 성능시험의 상세사항
나. 정밀도(재현성)

1) 정의 : 신청 제품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얻어진 감수성 결과범주(S,I,R)가 서로
일치하거나, MIC값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시험방법

가) 매 항균제마다 최소 10 균주 (정도관리균주 또는 임상분리주)를 각각 3회 반복,
평가 장소에서 최소 3일 동안 수행하길 권장
나) 항균제감수성시험에서의 정밀도(재현성) 시험 결과가 ± 1단계 희석 이내인
경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

2. 주요 내용 소개
 성능시험의 상세사항
다. 참고치

1) 정의 : 원칙적으로 참고치 개념은 감수성검사용 시스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품에 따라 일부 균종의 경우 특정항균제에 대해 자연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내성결과를 참고치로 이용 가능
2) 시험방법 : 균종별로 자연내성 양상이 다르므로 개별 제품에 따라 결과를 비교

2. 주요 내용 소개
 임상적 성능 자료의 인정 범위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5호 가목 2)중 제2항제5호 다목

해당하는 경우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2. 외국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시행규칙 별표 3 의료
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
험자료
3.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임
상적 성능 시험자료로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 방
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4.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2. 주요 내용 소개
 임상적 성능 자료의 인정 범위
- 의료기기 허가·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2)중 제2항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험을 제외한 시험자료의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2. 「혈액관리법 」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혈액원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
4. 외국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별표14 임상적 성능시
험 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자료
5.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