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tartup Pavilion (Digital RESI)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일시 방식
◦ 타겟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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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프로그램
◦ 모집 엑셀러레이터 기관 추천 및 화상피칭 경험 우수 스타트업 개사
◦ 사전교육 국내 현지 특화주제 선정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 국내 기업 가치 평가방법 피칭덱 구성방법

초청세션

참가사 협업
* 세부사항 협의중

· 현지 웹플랫폼 활용 상담신청 및 진행방법 튜토리얼 주최측 지재권 역량
강화 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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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링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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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협업) 바이오 헬스케어 역량강화 온라인 세션(안)

□ 사업 개요
◦ 행사명 :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지재권 역량 강화 온라인 프로그램
◦ 일시 : 미국 EST 2020년 6월 3일 (수) 8pm-11:30pm, 4일 (목) 8pm-11:30pm
한국 시각 2020년 6월 4일 (목) 9am-12:30pm, 5일 (금) 9am-12:30pm
◦ 방식 : Zoom Video Webinar & 화상 콘퍼런스 미팅
◦ 대상 : Digital RESI 참가 국내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10명 내외),
BIO Digital 전시회 참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관계자(20명 내외)
◦ 주요내용 및 지원방향
①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관리 수단인 기밀유지협약 체결 실무
② 특허 출원 및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③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제 및 승인 절차 교육

□ 프로그램
시간 (US ETS)

행사 일정(안)

연사

6월 3일
8:00pm–8:50pm

기밀유지협약 체결 실무
live stream webinar

KOTRA 뉴욕 IP-DESK
박다미 변호사

6월 3일
8:50pm–9:40pm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특허 출원
및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live stream webinar

Lucas & Mercanti, LLP
최윤 변리사

6월 3일
9:40pm–10:30pm

바이오·헬스케어 부문
FDA 규제 및 승인 절차 실무
live stream webinar

Reed Smith LLP
박성원 변호사

6월 3일
10:30pm–11:30pm

기업 1:1 화상 콘퍼런스 상담 및
멘토링 스타트업 2개사
(기업 당 25분)

6월 4일
8:00pm-11:30pm

기업 1:1 화상 콘퍼런스 상담 및
멘토링 스타트업 7개사
(기업 당 25분)

지재권 일반: 뉴욕 IP-DESK 박다미 변호사
특허: Lucas & Mercanti, LLP 최윤 변리사
FDA 규제: Reed Smith LLP 박성원 변호사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