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CATED SESSION
[C1] 2017 SelectUSA Seminar: U.S. Market Entry Strategies for Korean
Life Sciences Firms
2017 SelectUSA 세미나: 국내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을 위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4월 13일(목), 13:00~16:00 / Rm.E6

Session 1.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 환경, 진출전략, 허가심사 동향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업데이트
국내기업은

수출, 라이센싱, 파트너링, 조인트벤처, 그리고 그린필드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하는 3시간 세미나에서는 서울소재 법무법인 율촌과 미국의
Foley & Lardner 전문가들이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환경, 시장진출전략, 허가심사 동향, 및 규정준수에 대해 발표
합니다. 본 세미나는 미국에 수출 및 R&D 투자를 고려중인 국내보건의료 기업에게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출 및 비즈니
스 확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행사장에서 미국 8개 주 이상의 주정부 대표들로부터 각 지역의 헬

스케어 클러스터, 투자인센티브 및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제약시장은 연평균

성장율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3,540억 달러에서 2020년 4,97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의 3.2억명의 소비자,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은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더하고 있습니다.
13:00-13:15
Session Chair

등록
Doug Jacobson, Commercial Attaché, U.S. Commercial Service Korea, U.S. Embassy Seoul

Speakers
13:15-13:45

의료기기, 신약, 바이오로지컬 제품,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의약품 관련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조언
이진욱, 법무법인 율촌

13:45-14:30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 진출에 동반되는 특허분쟁 해결 및 전략
Courtenay C. Brinkerhoff, Partner; Chair of the firm’s IP Law and Practice committee, Foley & Lardner LLC
Kristel Schorr, Partner; Chair of the firm’s national Chemical, Biotechnology & Pharmaceutical Practice, Foley

14:30-15:15

& Lardner LLC
의료기기, 신약,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의약품의 미국FDA 허가심사 동향
David L. Rosen, Chair of the FDA practice group and co-chair of the Life Sciences Industry Team, Foley &
Lardner LLC

15:15-16:00

미국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상업화 전략
David S. Sanders, Co-chair of Transactional & Securities Practice; Co-chair of the Trade Secret/Noncompete
Specialty Practice, Foley & Lardner L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