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 의료기기 축제, KIMES 2018 참관기
대한민국 대표 헬스케어 사업화 전문 컨설팅기업 ㈜사이넥스는 국내 최대 의료 전문 전시회인 KIMES
2018 에 참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34 회째를
맞이한 KIMES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는 2018 년 3 월 15 일부터
18 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전시에는 해외 바이어 3,757 명을 포함한
총 73,209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관하였습니다.

다양한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사이넥스는 컨설팅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부스를
열고 아래와 같은 주제로 총 18 회의 공개 강연과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 및 상담은 각
주제별로 사이넥스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공개 강연에 참석한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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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스 내 무료상담을 통해서는 그 간의 고민에 대한 답변 및 시장진입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 강화되는 규제 속 효율적인 의료기기 수입 방법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 효과적인 의료기기 시장조사 방법
▲ 신속한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략
▲ 유럽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방안
▲ 제품 개발부터 허가 승인까지의 전략
▲ Efficient Strategy for Managing Product Licenses in Korea (영어 강연)

또한 사이넥스는 KIMES 기간을 통하여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FDA
의료기기 510(k) 품목신고와 QSR 현장 심사 준비를 위한 실용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FDA
의료기기 QSR 심사원으로 약 40 년을 근무한 미국 현지 전문가와 사이넥스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진행한 본 세미나에는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45 개 국내 기업의 임직원 약 100 명이 참가하였으며, 큰
성원 아래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김 영 대표는 ”사이넥스는 고객에게 언제나 한 발 앞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객이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번 KIMES 에서 제공한 강연은 그러한 사이넥스의 고객 서비스 자세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부스 강연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발전적인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넥스는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한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헬스케어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넥스 서비스
사이넥스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보건의료제품의 시장진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영역]
-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허가
- 해외 인증
- 보험등재 / 신의료기술평가
- 제조 품질시스템 구축 (GMP 적합인정)
- 임상시험 (CRO)
- 시장 조사
- ICC (해외 제조사 국내 대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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