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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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제7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로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2016년부터 ‘의료기기산업大賞’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화 등으로 우수 의료기기
공급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
하오니,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상내역
구분
대상
혁신기술상
산업진흥상

수상인원
1명
1명
1명

시상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나. 수상후보자 자격 요건
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사업화 성과를 도출함으
로써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함
2) 시상부문
시상부문
대상
혁신기술상
산업진흥상

공적사항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공적이 있는 자 중 최우수자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창의적·혁신적 기술개발의 공적이
우수한 자
의료기기 사업화 및 상용화 성과를 도출한 공적이 우
수한 자

* 대상은 의료인(의사면허증 소지자)으로 한정하며, 그 외 부문은 개인 및 회사, 연구소, 기관
등의 단체도 가능함
* 혁신기술상과 산업진흥상을 추천받아 공적의 최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다. 접수 및 제출방법
1) 접수기간 : 2022.06.20.(월) ~ 2022.09.30.(금) 18:00 까지
2) 접 수 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 접수방법 : 이메일(kmdia_id@kmdia.or.kr) 및 등기우편
가) [서식1]~[서식6]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나) [서식4] 제출서류 순서로 첨부파일 이메일 제출
단,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팩스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고
5) 문

의 : 협회 혁신산업위원회 신인혜 대리 (070-7725-8724)

라. 시상식 계획
1) 행사명 : 제7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식
2)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3) 장 소 : 미정

붙

임 1. 수상후보자 모집공고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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