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품질의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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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예정이며, 국내 제조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 고품질의 인공호흡기 안정공급 당부
-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생산 현장 찾아 제조·품질관리 실태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

19

※ 호흡기 치료 관련 의료기기(예시)

상황에서 중증 환자

범용인공호흡기: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치료에 필수적인 ‘인공호흡기’ 등 방역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8월
일 방문하여 수급 현황과 제조·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

○ 방문 업체는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호흡기를

년 처음

양압지속유지기: 무호흡증 환자에게 비침습적인
방법(예: 코 또는 얼굴 덮개 사용)으로 고유량 및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제공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2006

으로 국산화한 국내 유일의 범용인공호흡기 제조(’20년 기준)업체
㈜ 멕아이씨에스 (경기도 파주시 소재)이며
*

* 범용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25개의 의료기기 품목 보유
-

이번 현장 방문은 인공호흡기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

환자감시장치: 환자 생체정보(심전도, 산소포화도,

항을 청취해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혈압, 체온, 호흡, 맥박수 등) 현상을 모니터링 하는
기구

□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인공호흡기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

치료에 필수적인 만큼 국내 제조업체는 빈틈없는 품질관리와 안정적

붙임>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계획

<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733%,

지난해 인공호흡기 생산실적은

“

수출실적은

억원으로 전년(15억원) 대비

125

만 달러로 전년(200만 달러) 대비

2,600

1,200%

가

증가하는 등 큰 성장을 보였다”며 “식약처도 국내 방역용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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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계획

□ 개 요

○목
○일
○장

적

:

방역용의료기기(인공호흡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시

: ’21. 8. 20(

소

:

금),

15:00~16:00

㈜ 멕아이씨에스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

21)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99.8.1.),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신고(25건)

○내 용
㈜멕아이씨에스 제조시설 현장 방문 및 제품설명
-

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5:00~15:10

10'

‧인사

15:10~15:20

10'

‧회사 소개

15:20~15:40

20‘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현장 견학 및 제품 시연

15:40~15:50

10‘

‧산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15:50~16:00

10‘

‧마무리

※ 방역수칙 준수 철저(최소인원 참석, 가림막, 온도측정, 마스크 착용, 띄어 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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