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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과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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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은 두개의 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약 및 의약품 (Pharmaceuticals and Medicines) 
 의료장비 및 용품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에 유입된 FDI 누적액은
2019년 기준 5,834억달러

$511.3 billion

$72.1 billion

Pharmaceuticals and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U.S. Life Sciences Position Data, 2019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ta accessed August 31, 2020)

https://apps.bea.gov/iTable/iTable.cfm?ReqID=2&step=1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 FDI 일자리

5

• 2017년 FDI는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에서
291,800개의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침. 

211,200

80,600

Pharmaceuticals and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Life Sciences:
Employees of Majority Foreign-Owned 

U.S. Affiliates, by Industry, 2017

Pharmaceuticals and Medicines:
Employees of Majority Foreign-Owned U.S. 

Affiliates, by Country of UBO, 2017

10,300

23,400

4,600

13,600

25,800

52,700

Other Asia

Other Europe

Netherlands

Japan

Germany

UK

Employee ranges are given for countries and regions with suppressed 
data: Canada (5,000 – 9,999), France (10,000 – 24,999), Switzerland 
(25,000 – 49,999), Other World (10,000 – 24,999).

*UBO = Ultimate Beneficial Owner

Source for all data: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ta accessed August 31, 2020)

https://apps.bea.gov/iTable/iTable.cfm?ReqID=2&step=1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FDI 수출 /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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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은 2017년 미국 상품 수출에 230억달러
기여. 

•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은 2017년 미국 R&D 에 229억 달러 기여.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ta accessed August 31, 2020)

$19.1 billion

$3.8 billion

$21.7 billion

$1.2 billion

Pharmaceuticals and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Goods Exports R&D

Exports and R&D Expenditures of Majority 
Foreign-Owned U.S. Affiliates, by Industry

https://apps.bea.gov/iTable/iTable.cfm?ReqID=2&step=1


FDI 수출 및 R&D: 제약 및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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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ta accessed August 31, 2020)

Exports of Majority Foreign-Owned U.S. 
Affiliates, by Country of UBO, 2017

$5.4 

billion

$0.1 

billion

$10.8 billion

United Kingdom

Japan

Other Europe

R&D of Majority Foreign-Owned U.S. 
Affiliates, by Country of UBO, 2017

$5.2 

billion
$2.9 

billion
$2.4 

billion

$9.7 billion

$0.1 

billion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Other Europe

Other Asia

Data has been suppressed for the following countries and 
regions: Canada,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Switzerland, Other Asia, and Other World

Data has been suppressed for the following countries and 
regions: Canada,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Switzerland, and Other World.

https://apps.bea.gov/iTable/iTable.cfm?ReqID=2&step=1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 그린필드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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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ta accessed August 31, 2020)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미국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 클러스터에서
총 1,316개의그린필드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됨. 이러한 외국인기업의 총
자본 투자는 410억달러.

242

197

97

93

85

81

79

78

57

37

United Kingdom

Germany

Australia

France

Japan

Switzerland

Canada

Ireland

China

Netherlands

$7.8 bn

$5.4 bn

$3.6 bn

$3.3 bn

$2.8 bn

$2.6 bn

$2.6 bn

$2.3 bn

$1.7 bn

$1.6 bn

Germany

United Kingdom

Switzerland

Denmark

China

Japan

Canada

France

Ireland

South Korea

Top Source Markets by # Projects, 
August 2010—July 2020 

Top Source Markets by Capex, 
August 2010—July 2020

최대원천국

https://apps.bea.gov/iTable/iTable.cfm?ReqID=2&step=1


라이프 사이언스 그린필드 FDI :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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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rojects

California
178 projects

Massachusetts
229 projects

Pennsylvania
85 projects

North Carolina
77 projects

New York
76 projects

Source: fDi Markets (data from July 2010 – June 2020)



SelectUSA 안내



Select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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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USA는미국내비즈니스투자를촉진하고지원합니다. 해외 및
국내 기업에게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단일 창구 역할을
합니다. 

SelectUSA는 미국 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기업, 
그리고 잠재 투자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내
주/지역 단위의 경제개발청들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SelectUSA는 고객에게 검증받은
약 48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FDI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내 경제개발청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SelectUSA 소개

SelectUSA 고객

SelectUSA 경제기여



SelectUSA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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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미국 내
경제개발청과의

연계

연방 규제 탐색
지원

기업을 위한 서비스

모든 SelectUSA 서비스는대외비로진행합니다. 



SelectUSA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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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서비스: 미국 지역/자원 보고서

 산업 클러스터
 공급망
 인력/임금
 연방/주인센티브
 사업운영비
 인프라/물류
 고객 맞춤형지원!



SelectUSA Investment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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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SelectUSA Investment Summit 은
전세계에서 온 투자자, 미국 전역의 경제개발단체, 미 정부
고위관료, 그리고 투자를 촉신키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

• 70여개 시장에서 참석하는 1200명 이상의 해외투자자를 포함한
3000여명의 행사 참석자

• 대미 투자에 유용한 정보 획득 및 미국시장 동향 파악
• 기업 최고경영진과 정부 관료들과의 만나을 통한

기업경영/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통찰 공유
•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수립을 용이하는 하는 온/오프라인

매치메이킹 시스템
• 해외 스타트업의 미국 연착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2021년 6월 6일-9일
워싱턴 DC

www.selectusasummit.us

https://www.selectusasummit.us/Home
https://www.selectusasummit.us/Home
http://www.selectusasummit.us/
http://www.selectusasummit.us/


연락처



Contact – Select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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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팁튼 트로이들 상무부 외교관
Email: Tipten.Troidl@trade.gov

백희숙 상무전문위원
Email: heesook.baik@trade.gov

워싱턴DC

세스 아이젠버그 SelectUSA 선임국제투자자문
Email: seth.Isenberg@trade.gov

mailto:caroline.chung@trade.gov
mailto:caroline.chung@trade.gov
mailto:caroline.chung@trade.gov
mailto:caroline.chung@trade.gov
mailto:HeeSook.Baik@trade.gov
mailto:seth.Isenberg@trade.gov


Contact – 주한 미국 주정부 대표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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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한국사무소
대표: 김현숙
(02) 3497-1651; hskim@impex.or.kr 
www.edpnc.com

델라웨어주정부한국사무소
대표: 양근석
(02) 786-7701; kyang@kbsinc.co.kr 
export.delaware.gov  

루이지애나주경제개발청한국사무소
대표: 서영호
(02) 508-8768; 
youngho.seo@la.gov 
www.opportunitylouisiana.com

미시시피주정부한국대표부
대표: 조석순
(02) 548-9125; 
choss.ms@gmail.com 
www.mississippi.org

미주리주정부한국사무소
대표: 조셉 레녹스
070- 4322-4414; joseph.lenox@missouri-
korea.com 
www.ded.mo.gov

버지니아항만청한국사무소
대표: 이상용
(02) 739-6248~50; vpaseoul@chol.com 
www.portofvirginia.com

사우스캐롤라이나주정부한국 사무소
조나단 클리브 대표 / 고은미 부대표
070 4322 4415 / 
jcleave@sccommerce.com / 
eko@sccommerce.com

아칸소경제 개발위원회아시아사무소
대표: 닐 얀센
81(0)3.4530.9815 / 81(0)80.5259.3673
njansen@arkansasedc.com

http://www.edpnc.com/
http://www.opportunitylouisiana.com/
http://www.mississippi.org/
http://www.ded.mo.gov/
http://www.portofvirginia.com/
mailto:eko@sccommerce.com
mailto:njansen@arkansasedc.com


Contact –주한 미국 주정부 대표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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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정부한국사무소
대표: 김진원
(02) 753-1349;  
oregonkorea33@gmail.com  
www.oregonkorea.org

오하이오주경제개발청한국사무소
대표: 서영호
(02) 508-8768; seo@consultant.jobs-

ohio.com

워싱턴주정부한국대표부
대표: 기욤 베일
070 4322 1927; 
Korea@commerce.wa.gov
http://choosewashingtonstate.com

위스콘신경제개발공사한국사무소
무역담당관: 이윤정
(02) 785-7307; slee@kbsinc.co.kr 
www.inwisconsin.com

조지아주정부한국사무소
대표: 피터 언더우드 부대표: 김지연
무역담당: 이승훈
(02) 737-3222 punderwood@georgia.org / 
jkim@georgia.org / slee@georgia.org
www.georgia.org

테네시주정부한국사무소
대표: 신희정
(02) 6085-5421; heejung.shin@tn.gov 
www.tnecd.com / www.tn.gov/ecdrg

페어팩스카운티경제개발국
한국사무소 대표: 김광섭
(02) 774-0601; ckim@fceda.org
www.fairfaxcountyeda.org

펜실베니아주정부한국사무소
전중현 투자담당관
(02) 786-7701; schun@pennsylvania.or.kr

http://www.oregonkorea.org/
mailto:seo@consultant.jobs-ohio.com
http://choosewashingtonstate.com/
http://www.inwisconsin.com/
mailto:slee@georgia.org
http://www.georgia.org/
http://www.mississippi.org/
mailto:ckim@fceda.org
http://www.fairfaxcountyeda.org/
mailto:schun@pennsylvania.or.kr


감사합니다.



Strategy to Manage Patent Litigation 
Associated with Entering U.S. Life 
Science Market

Kongsik Kim

Partner, Nelson Mullins



IP Disputes Handled By Kongsik Ki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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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A Patent Mean? (특허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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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wn a patent.  What does it mean? 

• You have the right to stop others from using your patented technology 
(by sending a demand letter or filing a lawsuit).

• You do NOT have complete freedom to use your patented technology.  
Another patent owner can still stop you from using its patented 
technology.



1. Asserting Patent Infringement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특허침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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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infringement (직접 침해)

• Literal infringement (문언 침해)
• Infringement under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 침해)

• Indirect infringement (간접 침해)

• Contributory infringement (기여 침해)
• Divided infringement (공동 침해)
• Inducement infringement (유도 침해)



Patent Scope (특허권의 범위)

7

• Infringement under doctrine of equivalents



Patent Scope (특허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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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cement infringement

• Patent Claim:  A method of treating bladder cancer, comprising 
administering 10mg of active agent X once daily.



Patent Asserting Venue (특허권 공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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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fending from Patent Assertion



Typical Defen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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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owner’s patent infringement assertion:

“너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내 특허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 

• Alleged infringer’s typical defenses:

1. Non-infringement (“내가 사용하는 기술은 너의 특허 청구항과 다르다.”)

2. Unenforceability (“너는 특허청을 속였기 때문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Invalidity (“너의 특허는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 유사하므로 무효다”)



Typical Defen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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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owner: “You infringed my patent. Pay $3M, or I will sue you."

▪ You: “Your patent requires pasteurizing at 110F-120F for 4-5 minutes. 
However, I pasteurized at 121F for 3.9 minutes. I didn’t infringe your 

patent."



Example of Patent Battle Field (특허 전쟁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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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would i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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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Defen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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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f the patent owner has 100 patents?



3. Practical Tips for Korean Companies



Do you want to get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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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get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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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get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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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get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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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get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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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1)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2) 불순물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을 상기 기판에 가하는 단계;

(3) 상기 기판이 불순물에 접촉될 경우 증발에 의해 상기 기판으로부터의 불순물
제거를 수월케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기판 상의 불순물 제거를 수월케 하는 방법.

“when contacted by a fingerprint” or “if contacted by a fingerprint”?

Claim 1.  A method for removing an impurity from a substrate, comprising 

the steps of:

(1) providing a substrate;

(2) applying a material capable of dissolving an impurity existing on the 

substrate; and

(3) facilitating removal of the impurity if the substrate is in contact with the 

impurity.



Thank You

Kongsik.kim@NelsonMullins.com



미국바이오산업진출시
리스크관리전략

임양순

상무, 마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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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 & McLENNAN COMPANIES (그룹소개)
Fortune 500 Professional Servic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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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 & McLENNAN COMPANIES (그룹소개)
Fortune 500 Professional Servic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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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관련위험의종류



바이오산업구조

7

연구 개발
임상
시험

제조
생산

유통
국내
시장

수출
해외
시장

R&D CRO CMO CSO

• R&D (Research & Development Organization) : 연구개발 (대행)기업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 (대행)기업

•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대행)기업

•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 마케팅 (대행)기업



바이오산업관련위험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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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실

•기업휴지손실

•시설소유자

•광고 또는 인격침해

•저작권.상표권침해

•데이터관리(개인정보)

• 계약적 가중배상책임

•의료과실

•전문인배상책임

•경고실패

•배상책임위험

•완성작업위험

•회수비용

생산물 전문서비스

사업운영마케팅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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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유사제품명 사용

한 제약회사의 약품이름으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경쟁사의 약품명을 변경하고
이름을 바꾸는 비용 및 시장점유율 손실에 대한 소송 제기

손해액 : 약USD1,700,000.-

사례2. 명예훼손

한 의료기기회사의 광고가 경쟁업체가 만든 유사제품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

손해액 : USD8,000,000.-

사례3. 가정용 냉각치료장치

수술 후 치료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냉각치료장치의 사용 중 다양한 피부 및
신경손상을 입힘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함.

손해액 : USD10,000,000.-이상



바이오산업관련위험관리방안



바이오산업관련위험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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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 의료(외)약품. 의료기기등

•생산물/완성작업위험배상책임보험

판매되거나 판매 후 설치된 귀사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제3자의 손해 보상

•생산물회수비용보험

판매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회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 보상

전문서비스 – 연구.개발.자문.의료서비스

•전문인배상책임

전문인으로서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재정적 손실 보상

•임상실험배상책임

임상실험과정에서 피험자에게 발생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의료과실배상책임

의사, 간호사, 조무사등



바이오산업관련위험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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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광고 및 인격침해 배상책임보험

광고 또는 미디어를 통하여 홍보 중 발생된 저작권.상표권.초상권등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계약적가중배상책임보험

사고 발생 시 계약서에 명시된 회사의 가중된 책임을 보상

•사이버보험

데이터의 유출, 보안상의 침해, 침해에 대한 대응비용등 보상

사업운영

•재산종합보험 :

우연하고 갑작스런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회사 자산의 복구 비용 보상

•기업휴지보험 :

상기 재산종합보험의 적용 사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복구될

때까지의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고정비 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회사의 시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보상



미국진출기업에요구되는보험의유형



보험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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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Liability/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책임보험)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Personal Liability (인격침해배상책보험)

▪ Product/Completed Liability (생산물/완성작업위험배상책임)

▪ Umbrella Liability (포괄배상책임보험)

▪ Contractual Liability (계약적배상책임보험)

▪ Fidelity (보증보험)

* 추가조건
- Additional Insured :  고객사를 추가피보험자로 추가 요구
- Waive their rights of subrogation against OOO (구상권포기조항)
사고 발생 시 고객사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 추가 요구



계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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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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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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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 Korea, Inc.

38F Three IFC, 

10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326

Tel +82 2 2095 4715

Mob +82 10 9861 1706

Fax +82 2 775 2325

YS.Lim@marsh.com

www.marshcom



한국계기업의
미국시장진출성공노하우

Ryan W.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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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개요

1

회사명 소마젠 (Psomagen, Inc.)

설립일 2004년 12월 2일

상장일 2020년 7월 13일 (코스닥시장 상장)

대표이사 Ryan W. Kim

회사주소

▪ Headquarter: Rockville, MD 
▪ NY facility:    Brooklyn, NY
▪ MA facility:   Boston, MA
▪ VA facility:    Sterling, VA

사업영역

▪ Sanger Sequencing (CES)
▪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ing (DTC)
▪ Microbiome Genetic Testing

자산총액 / 자본금 283 억 원 ($ 24.4M) / 125 억 원 ($ 10.8M)

2019년 매출액 200 억 원 ($ 17.2M)

임직원 수 79 명 (박사4 / 의학박사1 / 석사10)

홈페이지 www.psomagen.com

■ 기업개요 ■ 대표이사 소개

Ryan W. Kim
▪ 現 소마젠 CEO/CTO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소장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Genome Center 소장
▪ National Center of Genome Resources 소장
▪ University of Illinois, Biotechnology Center 소장
▪ Sydney Kimmel Cancer Center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박사 (분자생물학)



2. 사업소개

CES
Sanger Sequencing

1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DTC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ing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 분석

Microbiome
Microbiome Genetic Testing

Human Microbiome(미생물) 유전체분석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미국 정밀의료 시장 선도기업

▪ 16년 간 CES 서비스 제공
▪ 12,000명 이상의 안정적인

고객 확보

▪ CLIA/CAP 인증
▪ 리서치 중심의 우수한 분석

능력

▪ 우수한 유전체 분석 결과
▪ 가격/제품 경쟁력

▪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
▪ uBiome 핵심자산과

판매채널 확보

리서치 중심의
유전체 분석 능력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

유전체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3. 성장과정

설립기
2004 - 2010

성장기
2011 - 2018

도약기
2019 -

유전체 분석 역량 확보

NGS 서비스 시작으로
유전체 분석 전문화

2010 New York 지사 설립

2005 Sanger Sequencing Service 시작

2004 메릴랜드주 Macrogen Corp. 법인

설립

2017 CAP 인증

2016 미국방성및존스홉킨스대학LIBD 프로젝트진행

ISO 인증

2014 CLIA 인증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TOPMed 계약)

2011 Next Generation Sequencing 서비스 시작

Boston 지사 설립

DTC/Microbiome 사업영역
확대로
유전체 전문기업으로 성장

2020 코스닥 상장

2019 Gene&GutBiome, GutBiome+ 키트 판매 시작

Microbiome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작

DTC 서비스 시작

uBiome 핵심자산(특허 246건, 데이터 30만건) 인수

Virginia 지사 설립



4. 사업장현황

보스턴

▪ 2011년 개설
▪ CES

뉴욕

▪ 2010년 개설
▪ CES

워싱턴 DC

▪ 2004년 개설
▪ 유전체 분석,

임상진단

버지니아

▪ 2019년 개설
▪ DTC, Microbiome,

임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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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시장 진출 배경

2. 왜, 미국으로… 

3. 소마젠을 메릴랜드 주에 설립한 배경

미국시장진출배경



1. 글로벌시장진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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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GEN (마크로젠)
Macroscopic Phenotype of Gene

설립일 1997년 6월 5일

사업분야 유전자및유전체분석서비스, Oligo, Microarray, GEM

설립자 및
대표이사

- 설립자: 서정선 (現 마크로젠 회장)

- 대표이사: 이수강

임직원수 625명(R&D 인력 332명(53%), 박사 60명)

회사위치 본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기업공개 2000년 2월(KOSDAQ)

대한민국 바이오벤처 1호 & 바이오기업 상장 1호

2004년, Psomagen 미국 진출 당시 Psomagen의 모회사는

∙ 2000년 1월 : CES(Capillary Electrophoresis Sequencing)서비스국내출시

∙ 2002년 3월 : ‘네이쳐’에 ‘5$ 시퀀싱 광고’ 게재

Where ?

Global Market 진출

가능성 확인

∙ 2002년 3월 : CES 서비스 해외 첫 수주 (일본) 

원가 절감 및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통해 ‘5$ 시퀀싱’ 개발



2. 왜,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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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Psomagen 미국 진출 당시, 미국은 바이오 기업에게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

∙ 가격 : 5$

∙ TAT : 48시간

제도적 환경

글로벌 투자 환경 평가

세계 1위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 개방 시장

경쟁업체

∙가격 : 20$

∙ TAT : 7일이상

VS Opportunity

당시, CES 서비스 비교

인적 자원

세계 최고 수준의

풍부한 인적 자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 시스템과

미국으로 유입되는

풍부한 노동력

산업 환경

생명공학 산업 분야

세계 1위

미국 바이오 시장은

전 세계의 50% 이상 차지

(글로벌생명공학 100대

기업중 70개기업이

미국에본사를두고있음)

정부 정책

정부 차원의

정밀의료 확대 정책

미국은 의료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의료비용 축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밀의료 확대 정책 실시

정밀의료시장 성장

Sequencing 등의

정밀의료 Needs 확대

2003년인간게놈지도완성직후, 

미국은참조유전체를기반으로

질병과연관된유전변이의

확인을통한정밀의료적용과

시퀀싱의Needs가폭발적으로

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시장



3. 소마젠을메릴랜드주에설립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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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Research

Centers

메릴랜드 주는 미국 내, BioHealth 및 Life Science Business의 최적지

35
Business

Incubators

2,360
Life Science

Businesses

60+
Federal

Agencies

57
Accredi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메릴랜드 주는 2023년까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3 대 바이오 헬스 혁신 허브로 성장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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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시장 진출 당시 애로사항

2. 소마젠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미국시장진출시, 난관과극복사례



1. 미국시장진출당시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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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 당시 애로사항

비싼 비용
인력 채용의

어려움

인사, 노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미국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

자동차및전자제품을

제외하고, 모두높은물가

건물임대료, 시설투자비,

인건비, 변호사비용,

임직원의주거/의료비등

많은투자비용이소요됨

현지인력채용의경우,

한국계기업이감당하기

어려운높은수준의인건비

국내주요기술인력을

미국현지법인에서채용시

비자취득에상당시간소요

한국과큰차이를보이는

인사및노무제도에대한

이해부족으로

주정부노동법규정이해,

현지인력채용등에

상당시간소요됨

미국시장에잘알려지지않은

한국계바이오기업으로서,

미국시장에진입하여

고객및수주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시간과노력소요됨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높은인건비&비자취득 한국과다른인사, 노무제도 미국 내, 낮은 인지도



2. 소마젠은어떻게극복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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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젠의 미국 진출시 난관 극복 사례

초기

투자비용

절감

미국 이민자

및 재외국민

적극 영입

한국과 미국

인사 문화의

조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

임대료가 저렴한 Start-up 

인큐베이션 센터 제도 활용

연방, 주, 카운티 정부의 Start-

up지원 정책 활용

정부 지원 정책 활용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용

한국인 유학생 비자 서포트로

우수 인력 양성

소수 인원의 효율성 극대화

(Multiple R&R)

유능한 인재 채용

현지 기업들의

직원 복지 정책 벤치 마킹

사내 동호회 활동 및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임직원간 유대감 형성

최적의 업무 환경 조성

주요 타겟 고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근거리에

거점을 마련하고 매일 방문 및

당일 픽업 서비스 실시

5 Free Reaction 무료 증정 및

프로모션으로 편리하게 시험

테스트 기회 제공

고객 편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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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시장의진입과성공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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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의 진입과 성공의 요건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의

우수성

기술 및

상품의

시장성

고객과의

네트워킹

전략

소마젠은원가절감및 데이터정확도향상을

통해타경쟁사대비 4분의 1

수준의가격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

염기서열분석이전 단계인 PCR, Purification, 

DNA extraction 등

전처리는물론최신기기를통해데이터를

분석하는기술까지모두갖추고,

고객에게 One-stop service제공함

기술, 가격, 품질 경쟁력

미국은 인간 참조 유전체 구축 후, 

이를 기반으로 질병과 연관된 유전변이의

확인을 통한

정밀의료 적용을 위해

Sequencing에대한 Needs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시장

Needs가 있는 시장

미국내,외국기반의기업으로서진출시

고객과의성공적인초기네트워크구축및

이의장기화전략은비즈니스의성공적

안착과성장에매우중요한요소

소마젠은미국립보건원, 존스홉킨스

대학병원등정부기관및대형병원과

긴밀한네트워크구축에성공함

고객과의 네트워킹 구축



· 모든직원이무조건발로뛰며, 잠재고객을

무작정찾아다니며 점차적으로고객을확보

· 미국립보건원(NIH) 등정부관련기관집중공략

· 2010년뉴욕지점, 2011년보스턴지점을

개소하는등유통망 확대전략전개

· 독자개발한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로 유전자분석전

과정을효율적으로 관리

· 축적된분석경험및최적화된 분석프로세스를

구축해고객들을 대상으로한서비스체계강화

2. 미국시장초기진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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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2nd

· 최신유전자분석연구설비 완비

· 전문서비스인력을확보

· 마크로젠이수년간축적해 온유전자분석노하우

및운영시스템을 그대로미국소마젠에적용

1st

병원/연구소 대상
오랜 기간

서비스 제공

12,000명 이상의
고객 확보

유전체 리서치
전문성, 강점 보유

대량/양질의
유전체 데이터

보유

검증된 CES/NGS 기술력과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CES/NGS 주요 고객 확보



3. 소마젠의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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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magen

설립

NGS 

Service 개시

Clinical

Lab

CLIA

certified

CAP

accredited

NGS 서비스 시행 후

시장 점유율 10%까지 상승

신규서비스 출시M&A

미 정부 프로젝트 참여

유일한 영리기관으로 참여

→ WGS 4만 건 이상의

Big Data 확보

M&A

미국법인 ‘MCL’ 및

‘Axeq Technologies.’

흡수·합병

3개법인간시장을 통합해

영업/마케팅 채널일원화

CES와 NGS를 통합적용한

임상진단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극대화

미국립보건원(NIH)
Trans-Omics for Precision 
Medicine
LIBD&VA
PTSD research (뇌질환)

미국방성
Epigenetic Brain Project

신사업 경쟁력 확보

미국 uBiome의 핵심자산

샘플 Data 30만 건 및

특허 246건 인수

마이크로바이옴 업계최고

수준의데이터 및특허확보

글로벌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압도적인 사업경쟁력

확보



4. 소마젠의현재및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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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NGS DTC Microbiome

CES/NGS

▪ 검증된 유전체 해석/분석 역량
▪ 안정적인 고객 네트워크 확보

DTC

▪ 개인 유전체 분석 시장의 성장
▪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확대

Microbiome

▪ uBiome 핵심자산 인수로 경쟁력
강화

▪ 임상시장 진출로 매출 큰 폭 확대

미국 내 유일하게 NGS 및 CES, DTC, Microbiome 분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으로 급속한 성장

소마젠 사업별 예상 매출추이

단위: M$

안정적인
CES/NGS
매출 확보

DTC
Health & 
Wellness
매출 성장

Microbiome
임상진단 매출
본격 성장

98.1

48.2

11.7

33.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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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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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진출관련 TIP



1. 미국내, 현지법인설립시고려할점

21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시에는 외국회사(Foreign Entity)로 설립하는 것보다,

미국법인(U.S. Entity)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함

미국법인으로 설립시, 장점

무역장벽의

타개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

국가의

생산요소 및

기술정보의

이용 가능

청산시,

모든 부채

탕감

∙ 주주의 신원을 밝히거나 등록할 필요 없음 (주주에 대한 제약사항 없음) 

∙ 미국에서는 발행주식 100주에 1주당 납입금 1달러면 설립이 가능

∙ 회사 운영 책임자가 미국 영주권자일 필요 없으며, 책임자는 미국 밖에서 회사 운영 가능

미국 내,

주식회사 설립의

용이성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후, 자본금미국은행계좌로송금

연방국세청에법인납세자번호(EIN : Employer Tax Identification Number)신청

해당업종에따라각주 정부로부터기타각종인허가취득

2. 미국내,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22

설립주체를선정 (최소 1명이상의설립자가있어야하고, 설립자가비거주자이면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를지명)

미국내, 회사명사용가능여부확인및회사명결정

설립하고자하는법인(주식회사)의형태결정 (C Corporation, S Corporation 등)

설립하고자하는주의결정및 정부의주식회사설립에관한법률검토 (주정부마다법규가상이함)

정관(Articles Incorporation) 및 Bylaws를작성하여, 해당주정부에제출

한국내주거래은행을통해해외직접투자신고진행

미국현지법인은행계좌개설7

1

2

3

4

5

6

미국 내,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 미국은 각 주의 법이 주식회사의 내부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설립하고자 하는 주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8

9

10



3. 미국시장진출시, 한국내지원프로그램

23

■ 글로벌 시장 안착 지원 사업 (예비창업자및창업 7년이내스타트업)

창업 준비 지원 현지 엑셀러레이터(AC)와 투자자 등 연계를 통한 강연 및 멘토링 참가 지원

현지법인 설립 지원
현지 법인 설립 과정 지원
∙ 행정서사, 변호사, 세무사 등 신뢰 가능 네트워크 소개
∙ 현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등) 소개 등

성장 지원 현지 엑셀러레이터(AC)와 투자자 등 연계를 통한 강연 및 멘토링 참가 지원

■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에지사를설치할여력이부족한중소·중견기업)

단계 기간 주요 지원 내용

진입 6개월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감형성),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발전

1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
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
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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