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오픈 콜라보 프로그램
글로벌 메드테크 창업 부트캠프 - 메드큐브
□ 운영 목적
ㅇ 메드테크·의료기기 분야의 예비/초기 창업자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초역량 배양 및 실전연습기회 제공
ㅇ 해외 현지전문가 및 현직 심사역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동향 이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글로벌 메드테크 창업 부트캠프 - 메드큐브
ㅇ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 18일(수), 2일간

ㅇ 장

소 : 서울바이오허브 지역열린동 지하1층 컨퍼런스홀B

ㅇ 참가대상 : 메드테크·의료기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대표 등 10명
ㅇ 주요내용
- 글로벌 메드테크 시장의 이해 및 스타트업 성공요건
- 기술과 비즈니스의 연결 및 사업개발 전략 수립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권 및 시장 독점권 확보 사례 분석
-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기술 이해 및 실습, 현직 투자자 피드백 등
□ 교육 신청안내
ㅇ 참가신청서와 창업계획서 작성후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접수 (교육비 무료)
- 신청기한: 11월 13일(금) 오후 2시까지
- 양식에 미작성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생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선발할 예정 (11월 16일 오전까지 개별 이메일 통보 예정)
ㅇ 교육생 필수 준비사항
- 명함
- 실습을 위한 개인 노트북
ㅇ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박혜경 연구원(seoulbiohub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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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안)
[1일차]

시간

주요 내용

10:00-10:30
[세션1] 프로그램 소개, 참가자 및 사업주제 소개
(30분)
10:30-11:30
[세션2] 강의
(60분)

– 글로벌 메드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요건

[세션3] 강의 - 메드테크의 상업화 도전 과제와 전략적 접근
11:30-12:30
(Medtech Companies’ Commercial Challenges and Strategic Thinking)
(60분)
* 호주 현지 온라인 연결

12:30-13:30
점심식사 및 서울바이오허브 소개
(60분)
13:30-14:30
[세션4] 패널토의 From Start to Exit: 메드테크 스타트업 사례 공유
(60분)
14:30-15:00
[세션5] 강의 메드테크 사업계획서 작성법
(30분)
15:00-17:00
[세션6] 실습 및 1:1 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1)
(120분)

–

–

–

강사
참가자
유병재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 대표이사)
Buzz Palmer
(호주 MedTech
Actuator CEO)

스페클립스변성현대표,
레보스케치이성운대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심사역 4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2일차]

시간
9:30-10:40
(70분)
10:40-11:40
(60분)
11:40-12:40
(60분)
12:40-13:40
(60분)
13:40-15:10
(90분)
15:10-17:10
(120분)
17:`0-17:40
(30분)

–

주요 내용

[세션1] 강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독점권 사례 분석
(Patentability and Market Exclusivity Case Study)
* 미국 현지 온라인 연결

–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분석과 국내시장 전망
[세션3] 강의 – 창업기업의 팀 빌딩과 리더십
[세션2] 강의

강사

김민철
(K&L Gates 파트너,
미국 변호사)
김충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점심식사
[세션4] 실습 및 1:1 멘토링 - 메드테크투자전략및사업계획서작성실습(2)
[세션5] 실습 및 1:1 멘토링

– VC 대상 IR 발표 및 VC 멘토링

[세션6] 사업계획서 발표

※통역 미제공
※상기 시간표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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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역 4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현직 VC 4인
(메드테크 분야 전문)
참가자 중 2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