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세부교육일정

2021년 제2차「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과정」교육 안내
일자

시간
10:50~11:0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강화 및 국산 의료기기의
인증 과정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10‘)
11:00~12:00

교육일정 및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제조업체의 많은 관심

(60‘)
12:00~13:00

수출 증진을 지원하고자

「의료기기 해외

GMP

」

(60‘)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13:00 – 14:00

▷ 교육 개요
11.3(수)
과정명

모집기간

교육일시

‘21년 제2차「의료기기

2021.10.18(월) 09:00 ∼

2021.11.3.(수)

해외 GMP 인증 과정」교육

11.1(월) 15:00

11:00~17:00

교육비

(60‘)
14:00 – 15:00
(60‘)

내용
▪ 인사 말씀

▷ 교육진행 : 행사 홈페이지(http://gmp.websymposium.kr)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 사전 등록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해당 교육날짜에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이용

(90‘)
16:30 – 17:00
(30‘)

▪ 중식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개념 이해
㈜GMSC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실행(1)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실행(2)
▪ 수출국 GMP 심사 준비 사항 요약
▪ 질의 응답 및 총정리

▪ 홈페이지 접속 ⇒ 사전등록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입력 ⇒ 강의실 입장하기 클릭
* 교육이 끝나고 접속 종료 전, ‘설문조사’ 클릭 후 꼭 응답해 주십시오.

▷ 교육대상 : 모집기간 내 신청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으로 선착순 선발
▪ 교육생 정원 초과시 업체당 1인으로 우선 선발하며, 반드시 최종 선발 후 사전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생 알림 : 2021. 11. 2(화), 선발자에 한하여 문자(개별)로 안내됩니다.
* 선착순 정원 도달 시, 사전등록 모집기간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단, 교육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발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 주요 수출국 GMP 심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교육
▷ 신청방법 : 행사 홈페이지(http://gmp.websymposium.kr)에서 ‘사전등록’ 클릭 후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사전등록 ⇒ 참가자정보 입력 ⇒ '제출하기‘ 클릭 후 신청 완료
▷ 교육신청 관련문의
▪ 준비사무국(아이피아이) : Tel. 02-2275-6199 / Email. sypark@ihnpco.com
※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세부일정(뒷면 참조)

식약처

▪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관련 규격 및 동향

무료

15:00 – 16:30

강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될 수도 있음

김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