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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Maryland BIOMaryland BIOMaryland BIO    Expo 2010 Expo 2010 Expo 2010 Expo 2010 홍보책자홍보책자홍보책자홍보책자    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    
 

A.A.A.A. BIOBIOBIOBIO    홍보책자홍보책자홍보책자홍보책자    발간에발간에발간에발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개요개요개요개요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은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Inc. 

주최로 Maryland 주의 경제개발부(DBED)와 Montgomery County 

경제청(DED), 그리고 Johns Hopkins University 가 후원하고 주미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개최가 확정 되었다. 

 

미국정부는 친환경 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제 2 의 뉴딜정책으로 결정하고 

한국정부도 올해 G20 의장국으로 결정되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와 녹색성장 

에너지 전략 및 바이오 산업을 통한 외국기업유치 와 고용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게 되었다. 

 

본 박람회의 특징은 미국의 바이오 산업과 친환경 산업이 세계 50%이상의 

점유률로 이전의 바이오테크와 원천기술이 앞서 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EU)국가를 앞서며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연방정부(워싱톤 

D.C)의 지원하에 메릴랜드 주내에 NIH, FDA, NIST 등 19 개의 연구소와 

Johns Hopkins University, Maryland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등의 연구기관 활성화와 연구인력양성, 그리고 휴먼 게놈 사이언스 

단지 조성과 MedImmue 과 같은 대형 생약개발 제약회사 유치 및 400 여개의 

벤처 바이오 회사 육성등의 초대형 클러스터(집약지)를 형성하며 미국내 

바이오의 메카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그리고 켈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와 메사츄세츠주의 보스톤의 3 대 클러스터와 30 개 지역의 중소형 

클러스터를 융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발전시킴으로로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으며 이제 메릴랜드 주정부는 JG BLI Inc.를 통하여 

한국정부와 본격적으로 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미국의 선진 기술 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등을 통하여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 발전 시키며 

한국은 미국의 기업유치 및 기술이전으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며 

동남아시아의  시장 점유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 전쟁의 혈맹국에서 경제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은 제 1 회 개최 성공의 확신을 갖고 

영구적으로 매년 한미간의 국제 행사로 발전시키려는 미주동포와 주미 

한국대사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G20 의장국으로서 한미 FTA 비준국으로 

국제위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함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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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BIO BIO BIO BIO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1.1.1.1. 한미양국간의한미양국간의한미양국간의한미양국간의    정책협조에정책협조에정책협조에정책협조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세계세계세계세계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산업의산업의산업의산업의    선진국으로선진국으로선진국으로선진국으로    도약도약도약도약    및및및및    발전발전발전발전    

 

• 한미간의 바이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하여 양국 

경제단체의 유기적인 관계와 미국 정부기관 (NIH, FDA, NIST, 

USDA, USPTO, USDC, FTC, MD DBED, MGC DED 등등) 의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 및 발전을 시킨다. 

• 미국의 FDA 와 한국의 KFDA 그리고 NIH 와 보건복지부 등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관과의 정책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한 한미간의 

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충북 오성, 대구신서 첨단복합단지, 경제자유특구 그리고 혁신도시 

등의 상호투자유치에 대한 홍보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외자유치와 고용증대를 확대시킨다. 

• 한미 FTA 비준(한미간 의료 및 바이오 산업 정책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FTA 비준 발효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연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2.2.2.2. 한미한미한미한미    기업간의기업간의기업간의기업간의    투자유치투자유치투자유치투자유치, M&A, , M&A, , M&A, , M&A, 연구비연구비연구비연구비    지원지원지원지원, , , , 공동연구개발공동연구개발공동연구개발공동연구개발    및및및및    공동창업공동창업공동창업공동창업    

계획계획계획계획    

 

• 한미간의 핵심기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 바이오 산업체의 활용방안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비 지원과 함께 공동창업(M&A)을 통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도출하고 벤처케피털을 활용한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협력하여 발전시킨다. 

• 한미간의 바이오 기업 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한 

R&D 사업추진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및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원 

역량강화에 주력한다. 

• 한미간의 바이오 기업유치, 상호투자와 함께 산업인력의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한다. 

• 한미간의 우수 바이오기업(제약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연결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개를 지원한다. 그리고 개발된 제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네트워킹을 형성한다. 

 

 

 

 



4 
 

3.3.3.3. 한미한미한미한미    대학간의대학간의대학간의대학간의    상호상호상호상호    협력협력협력협력을을을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인력을인력을인력을인력을    창출하창출하창출하창출하고고고고    한국을한국을한국을한국을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산업의산업의산업의산업의    허브로허브로허브로허브로    발전발전발전발전    육성함으로육성함으로육성함으로육성함으로서서서서    동남아동남아동남아동남아    진출의진출의진출의진출의    교두보를교두보를교두보를교두보를    확보한다확보한다확보한다확보한다    

 

• 한미간의 대학 연구기관 (대학병원)을 연결하여 공동연구, 교수교환 

및 학생교환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고급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고 상호분교(분원) 설립을 추진한다. 

• 미국의 산학연구기관인 Bio Park, Science Park 를 한국과 연결 

상호보완적인 공동연구와 진출을 지원한다.  

• 한국의 첨단복합의료단지와 미국의 바이오 클로스터내의 의대와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인력을 창출하여 한국을 동남아 

바이오 산업의 허브(Hub)로 부상시키는데 지원을 한다.  

 

4.4.4.4. 한국한국한국한국    전통의약의전통의약의전통의약의전통의약의    세계세계세계세계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시장시장시장시장    진출과진출과진출과진출과    전통건강식품의전통건강식품의전통건강식품의전통건강식품의    세계기준을세계기준을세계기준을세계기준을    

확보한다확보한다확보한다확보한다    

 

• 현재 한방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50 여군데)를 연결하여 지속적인 한방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세미나를 통해 많은 대학들이 한방(침술)학과를 개설하도록 

추진한다. 

• 한국의 전통의약(진맥, 침술, 뜸 등) 의료기술을 미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NIH 와 연계하여 의료기술화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의 전통의약(한약제조 및 판매)과 전통건강식품을 FDA 의 

승인을 받도록 지원하고 NIST 와 연계하여 정책의 보완과 

세계기준을 확립하여 한방의료행위와 더불어 미국 시장으로의 

원할한 진입과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만든다. 

                                                       

5.5.5.5. 한미간의한미간의한미간의한미간의    분쟁의분쟁의분쟁의분쟁의    소지가소지가소지가소지가    있는있는있는있는    특허법특허법특허법특허법, , , , 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상거래법의상거래법의상거래법의상거래법의    협조를협조를협조를협조를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원할한원할한원할한원할한    기업활동을기업활동을기업활동을기업활동을    보장한다보장한다보장한다보장한다    

 

• 한미간의 바이오 산업의 상호시장진출을 위하여 양국의 

특허청기관과 (KIPO/USPTO)연계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생명공학 특허법의 보유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 바이오 기술의 저작권(지적재산권)의 법적보호와 기술거래사용의 

로열티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와 연계하여 상거래법의 준수와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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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는는는는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박람회를박람회를박람회를박람회를    개최함으로개최함으로개최함으로개최함으로서서서서    상기상기상기상기    

기대에기대에기대에기대에    부응하고부응하고부응하고부응하고    국가국가국가국가, , , , 기업기업기업기업, , , ,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 , , 병원병원병원병원    및및및및    연구기관들의연구기관들의연구기관들의연구기관들의    한미사업한미사업한미사업한미사업    

협력으로협력으로협력으로협력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Consulting FirmConsulting FirmConsulting FirmConsulting Firm 역활을역활을역활을역활을    성실히성실히성실히성실히    수행한다수행한다수행한다수행한다    

 

• 미국의 바이오산업 진출을 위한 전문 중소기업 CEO Academy 를 

설립하고 미국 현지 특별 강사진이 미국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현지 전략 마케팅 전문인들이 판매 신장력을 키우기위해 미국 내 

마케팅 회사와 Networking 을 형성하여 바이오 산업의 횡적 바이오 

벨트를 구축한다. 

• 한미간의 바이오 산업을 위한 양국정부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사업 계약건의 MOU 작성과 투자유치, 연구비 지원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 한미간의 바이오 기술협력 확대와 연구기반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성장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 미국의 선진화된 바이오 정책의 지속적인 소개와 함께 벤치마킹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연방정부기관, 대학교, 병원등의 면담을 

주선하고 상호발전과 공동연구를 할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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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Maryland BIOMaryland BIOMaryland BIO    Expo 2010 Expo 2010 Expo 2010 Expo 2010 연혁연혁연혁연혁    

 

1. 20081. 20081. 20081. 2008 년년년년    5555 월월월월 18181818 일일일일: : : : World Trade WeeWorld Trade WeeWorld Trade WeeWorld Trade Week k k k ----    George Bush George Bush George Bush George Bush 미대통령의미대통령의미대통령의미대통령의    백악관백악관백악관백악관    연설연설연설연설 

    

    

    

    

    
    조지부시 미국대통령     이근선 JG Group 회장,            이원로사장,      일레인 차오 미국노동부장관  

    

▶ 미국 의회에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 맺은 FTA 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 자유와 공정 무역의 강조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의 철폐와 상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개방과 발전 

▶ 자유와 공정 무역 민주주의, 투명성, FTA 로 인한 상호간의 번영을 약속 

▶ JG BLI 는 FTA(의료산업, 바이오 산업)에 대한 한미간의 교류역할에 대한 방법을 모색 

▶ Washington Post 기사 참조 

 

 

2222. . . . 2008200820082008 년년년년    6666 월월월월 16161616 일일일일: : : : 메릴랜드메릴랜드메릴랜드메릴랜드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2020 2020 2020 2020 정책정책정책정책    발표발표발표발표    ––––    JG BLI JG BLI JG BLI JG BLI 기획준비기획준비기획준비기획준비    

     

 

 

 

 
이원로 JG Merchant 사장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           2020 Logo,      주지사와 이근선회장       

 

▶ 2007 년 Life Science Advisory Board 를 신설 18 개월 동안 준비, 연구하여 바이오 2020  

    정책을 발표하여 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한 13 억 달러의 예산책정   

▶ 존스 합킨스 의대의 몽고메리 카운티 바이오 단지내에 Gaithersburg West Master Plan   

    (Biotechnology Life Science Center 설립, 창업보육센터, R&D 기관설립)에 대한 계획  

    확정과 바이오 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조세법 개정   

▶ JG BLI 는 한미간의 바이오 산업 상호진출에 대한 기획안 준비 

▶ Baltimore Sun 기사 참조 

 

 

 3333.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111 월월월월    1111 일일일일: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사업기획단사업기획단사업기획단사업기획단    구성구성구성구성    

                             

 

 

 

 

 
 이원로이원로이원로이원로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사업기획단장과사업기획단장과사업기획단장과사업기획단장과    단원들단원들단원들단원들..     ..     ..     ..     이근선회장과이근선회장과이근선회장과이근선회장과    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준비위준비위준비위준비위원들원들원들원들........    

 

▶ JG BLI 는 한미 FTA 비준과 향후 한미간의 의료산업,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준비작업을 시작 

▶ 한미간의 바이오 산업 육성정책지원과 박람회 개최에 대한 기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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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2009200920092009 년년년년    2222 월월월월 17171717 일일일일    /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3333 월월월월    9999 일일일일: : : : 오바마오바마오바마오바마    대통령은대통령은대통령은대통령은    경기부양을경기부양을경기부양을경기부양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그린그린그린그린        

                                                                                                                                                                                                                                        뉴딜정책과뉴딜정책과뉴딜정책과뉴딜정책과    줄기세포연구줄기세포연구줄기세포연구줄기세포연구    허용허용허용허용    발표발표발표발표 

 

 

 

 

 

 

 
 Obama 미국대통령               Nancy Pelosi                     Steny Hoyer                    Chris Van Hollen 

                              연방하원의장                   민주당원내대표                    연방하원의원 

  

▶ 미국재생-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of 2009 발표 

              (경제재건, 환경 에너지 산업, 고용창출 달성계획) 

 ▶ 총액 7,872 억 달러의 경기부양 대책 예산 확정 

▶ 2001 년 부시 행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연방지원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NIH 의 ‘Challenge Grants’ - 줄기세포 등 15 개 분야연구비 지원확정) 

▶ JG BLI 는 NIH 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연구 한미간의 바이오 산업 상호  

    진출에 대한 기획안 보강 

▶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기사 참조 

 

 

 5555.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5555 월월월월 13131313 일일일일: : : : 미미미미    연방하원의장연방하원의장연방하원의장연방하원의장, , , , 미미미미    연방하원의원과연방하원의원과연방하원의원과연방하원의원과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개최에개최에개최에개최에    관한관한관한관한    면담면담면담면담    

                 

                   

 

 

 

 
               Nancy Pelosi 연방하원의장                                      Chris Van Hollen 연방하원의원 

 

▶ JG BLI 이원로 바이오 사업기획단장은 Nancy Pelosi 연방하원의장과 Chris Van Hollen  

    연방하원의원과의 면담, 박람회 개최에 대한 당위성 설명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 

▶ JG BLI 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의 바이오 지원정책 연구 착수 

 

 

6666....    2009. 52009. 52009. 52009. 5 월월월월 22220 0 0 0 일일일일: : : :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Atlanta BIO 2009Atlanta BIO 2009Atlanta BIO 2009Atlanta BIO 2009    

    

    

    

 

 

   Atlanta BIO 2009     오말리 메릴랜드주지사                                Ike Leggett 몽고메리카운티군수 

 

▶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바이오 단장으로 전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Atlanta Bio  

    2009 참석하여 Maryland Bio 2020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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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랠랜드 주는 6 년째 Sole Host 로서 Gala Reception 을 주관 

▶ BioMaryland 전시관을 설치 (8,000 Sq/Ft ) 30 개가 넘는 메릴랜드 바이오 기업 참석 

▶ JG BLI 는 메릴랜드 주 정부와 한미간의 바이오 박람회 개최에 대한 협력을 시작함 

▶ USA Today, Baltimore Sun, Washington Post 기사 참조 

 

 

    7777.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6666 월월월월    9999 일일일일: : : : JG BLI JG BLI JG BLI JG BLI 주관으로주관으로주관으로주관으로    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경제국장경제국장경제국장경제국장    Steven SilvermanSteven SilvermanSteven SilvermanSteven Silverman 과의과의과의과의    면담면담면담면담    

 

 

 

 

 

 
           Steven Silverman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국장과 카운티 경제발전을 위한 Task Force 팀 

 

▶ 이원로 바이오 기획단장은 IT, BT, GT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협조와 지원에 대한 Task  

    Force 팀 구성 

▶ 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공동연구, 해외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개발에  

    대한 기획안 작성 

▶ JG BLI 는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와 본격적인 한미간의 바이오 박람회 개최에 대한 협력을  

    의논함 

 

 

 8888.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6666 월월월월 13131313 일일일일: : : : JG BLIJG BLIJG BLIJG BLI    이근선회장이근선회장이근선회장이근선회장    주관으로주관으로주관으로주관으로    가천의대가천의대가천의대가천의대    길병원길병원길병원길병원    무료검진무료검진무료검진무료검진    계약계약계약계약 

 

 

 

 

 
 윤방부 가천의대 길병원교수,명돈의 미주한인재단회장, 교회협의회 이강희목사, 김경구미주한인재단부회장 

 

▶ 가천의대 길병원과 워싱톤 교회협회, 메릴랜드 교회협회, 미주 한인재단간의 무료검진에  

    대한 계약 체결 

▶ JG BLI 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획안 작성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9999.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6666 월월월월 19191919 일일일일: : : : 한미한미한미한미    FTA FTA FTA FTA 와와와와    재미동포재미동포재미동포재미동포    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    개최개최개최개최    ––––    JG BLI /JG BLI /JG BLI /JG BLI /    워싱톤워싱톤워싱톤워싱톤    한인한인한인한인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공동공동공동공동    주최주최주최주최    

    

 

 

 

 
                                 한동만 주미 한국대사관경제공사와 세미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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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lman Rogers 법률회사에서 주미 대사관 한동만 경제참사관을 통해 “한미 FTA 와  

    재미동포”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워싱톤 한인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비준을 적극 협력하기로 함 

▶ JG BLI 는 한미간의 바이오 산업,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획안 보강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10101010.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7777 월월월월    1111 일일일일: : : : ““““세계세계세계세계    경제의경제의경제의경제의    흐름과흐름과흐름과흐름과    한상의한상의한상의한상의    역할역할역할역할””””    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    개최개최개최개최    

        

 

        

 

 

 
 한덕수 주미한국대사관대사, Anthony Brown MD 부주지사, Steven Silverman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장관        

        

▶ 워싱톤 한인 상공회의소 주최 /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후원으로 David &  

    Buster 에서 개최 

▶ 주미 한국 대사관 한덕수 대사 FTA 비준 (한미간 의료 및 바이오 산업 정책 포함)에 대한  

    정책발표 

▶ 메릴랜드 주정부 Anthony Brown 부주지사 한미간의 FTA 비준협력에 대한 정책발표 

▶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국장 Steven Silverman 바이오 산업 현황에 대한 정책발표 

▶ JG BLI 는 한미 FTA 비준문제 (한미간의 의료산업 및 바이오 산업포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기획안 완성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11111111.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7777 월월월월 14141414 일일일일    ––––    17171717 일일일일: : : : 전재희전재희전재희전재희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의장관의장관의장관의    방미방미방미방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   이명박대통령, 식약청 윤여표청장, 정운찬국무총리 

 

▶ 한미 보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보건부 장관과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 서명 

▶ 미국 국립보건원 (NIH)방문, 미국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 복제약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소개 

▶ JG BLI 는 건강의료방문에 대한 검토 및 기획안 첨부 보완함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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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222.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8888 월월월월 10101010 일일일일::::    충북오송충북오송충북오송충북오송, , , , 대구신서대구신서대구신서대구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지지지정정정정    

 

 

 

 

 

 
 충묵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정순 충북 통상국장, 대구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남동균 대구시 정무부시장 

 

▶ 한국의 한승수 국무총리 주제로 제 5 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10 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벌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도시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경북,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최종 입지선정 되었다 

▶ 총 지원금은 2038 년까지 시설운영비 1 조 8,000 억, 연구 개발비 3 조 8,000 억 등 모두  

    5 조 6,000 억원이 투입돼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 임상실험센터 등 종합연구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 JG BLI 는 메릴랜드 바이오 2020 정책과 한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개발 사업을 한미간의  

    연결하는 매칭사업으로 결정 

    

    

    11113333.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8888 월월월월 11111111 일일일일: : : : 메릴랜드메릴랜드메릴랜드메릴랜드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경제경제경제경제장관장관장관장관    CCCChristian Johhristian Johhristian Johhristian Johansansansansson (son (son (son (DDDDBED)BED)BED)BED)과과과과        

                                                                                                                                                                                JG BLIJG BLIJG BLIJG BLI 이근선이근선이근선이근선    회장의회장의회장의회장의    MOU MOU MOU MOU 교환교환교환교환    

 

 

 

 

 

 
 Johansson MD 주경제장관, McDonough 주 국무장관, Bradley 국제무역국장, Susan Lee 주하원의원 

 

▶ JG BLI 는 메릴랜드 주정부와 생명과학 종합 클러스터 협력과 바이오 박람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메릴랜드주는 JG BLI 를 통하여 한국과 메릴랜드주의 생명과학 종합  

    클러스터의 혁신기반에 대한 협력과 상호 생명과학의 가치에 대한 시장발전을 이해하며  

    생명과학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JG BLI 는 2010 년에 메릴랜드에서 개최 될 이벤트의 한국 참여에 대한 조직과 마케팅의  

    책임을 지고 메릴랜드 경제개발부는 이 이벤트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원을 한다. 

Addendum Addendum Addendum Addendum 내용내용내용내용    및및및및    실행실행실행실행    

▶ (09-14-2009)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의 명칭과 개최날짜가 결정되었다. 

▶ (10-21-2009) 경상북도 바이오 시찰단이 메릴랜드 주국무장관, 주 경제장관, 

     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방문 및 면담하여 메릴랜드주의 바이오 정책에 대한  

     밴치마킹 및 상호투자유치와 교류에 대한 의견교환후 현재 NCNT 와 NIST 간의 바이오 

     나노기술의 공동연구방안, 경북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간의 상호교류문제 및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진행중. 

▶ (12-09-2009) JG BLI 주관으로 (주)토디의 양변기 절수기술의 소개와 미국 진출권에 

     대하여 메릴랜드주 국무장관 및 경제부(DBED)와 면담후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메릴랜드 경제부와 함께 진행중.   

▶ (12-10-2009) JG BLI 주관으로 (주)토디의 양변기 절수기술의 소개와 미국 진출권에 

     대하여 연방상무국를 방문, 면담하고 미국 에너지와 환경산업정책보조와 함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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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역의 연방정부관할 국제투자기관 및 상담소를 연결 진행중.  

▶ (01-15-2010) JG BLI 는 Bio Convention 2010 (Chicago-May 3-6)의 메릴랜드 

    전시관안에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결정되었고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의 홍보활동에 주력하기로 함.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11114444.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8888 월월월월    13131313 일일일일: JG BL: JG BL: JG BL: JG BLIIII 와와와와    Johns Hopkins UniversityJohns Hopkins UniversityJohns Hopkins UniversityJohns Hopkins University 와와와와    협의서협의서협의서협의서    교환교환교환교환    

   

 

 

 

 

 
          Elaine Amir Director, Hedy Alavi 국제교류대학원 부원장, Andrew Douglas 공과대학원 부원장 

 

▶ 존스 합킨스 대학교는 JG BLI 를 통하여 한국내의 우수한 바이오 연구기관의 몽고메리  

    카운티 내 존스 합킨스 대학교 캠퍼스내의 진출 및 교수, 학생 그리고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을 지원한다. 

▶ JG BLI 와 존스 합킨스 대학은 Shady Grove Life Science 연구단지설립에 대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Addendum Addendum Addendum Addendum 내용내용내용내용    및및및및    실행실행실행실행    

▶ (09-15-2009) JG BLI 의 이원로 바이오 사업 기획단장은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GWMP (Gaithersburg West Master Plan)의 개발문제에 대한 공청회에 페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단지개발에 대한 찬성과 적극적인 지지를 발표. 

▶ (10-22-2009) 경상북도 바이오 시찰단이 존스 합킨스 의대병원, Science Park 및 존스  

    합킨스 몽고메리 카운티 캠퍼스 방문 및 면담하여 존스 합킨스 대학교의 경상북도내의  

    분교설치에 대한 논의와 상호진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01-20-2010) 한밭 대학교 관계자들이 존스 합킨스 대학교와의 MOU 체결준비와  

    상호교류(생명공학분야, 공동연구, 산학협력, 이공계 교류, 교수진 및 학생교환)를 

    준비하기위한 사전답사 및 논의를 위하여 방미하였다. 

▶ (01-28-2010) 한밭 대학교와 존스 합킨스 대학간의 MOU 교환이 2 월 18 일, 2010 년으로 

     날짜가 확정됨. 한밭 대학교 설동호 총장외 5 명의 실무진과 함께 직접 방미예정.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11115555.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8888 월월월월 14141414 일일일일: : : : 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경제경제경제경제    국장국장국장국장    Steven Silverman (Steven Silverman (Steven Silverman (Steven Silverman (DDDDED)ED)ED)ED)와와와와        

                                            JG BLI JG BLI JG BLI JG BLI 이근선이근선이근선이근선    회장의회장의회장의회장의    MOU MOU MOU MOU 교환교환교환교환    

 

 

 

   

 
                   Steven Silverman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국장, 이근선회장, 이원로사장 

 

▶ JG BLI 는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와 생명과학 종합 클러스터 협력과 바이오 박람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몽고메리 카운티는 JG BLI 를 통하여 한국과 몽고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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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내의 생명과학 종합 클러스터의 혁신기반에 대한 협력과 상호 생명과학의 가치에 

    대한 시장발전을 이해하며 생명과학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JG BLI 를 통하여 한국과 몽고메리 카운티내의 생명공학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연구의 성과를 지원하며 개발 협력을 위하여 이에  

    관련된 첨단생명과학기술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Addendum Addendum Addendum Addendum 내용내용내용내용    및및및및    실행실행실행실행    

▶ (06-09-2009) JG BLI 주관으로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국장 (DED)과 IT, BT, GT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협조와 지원에 대한 Task Force 팀을 구성.  

▶ (10-23-2009) 경상북도 바이오 시찰단이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청과 몽고메리 대학교내의 

    창업보육센터를 방문 및 면담하여 상호진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12-10-2009) JG BLI 주관으로 (주)토디의 양변기 절수기술의 소개와 미국 진출권에 

     대하여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국장과 면담후 경제국장의 주선으로 전미건축가협회와의  

     면담을 진행중.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11116666. . . . 2009200920092009 년년년년    8888 월월월월 20 20 20 20 ––––    9999 월월월월    3333 일일일일: : : : 이근선이근선이근선이근선    (JG BLI(JG BLI(JG BLI(JG BLI 회장회장회장회장) ) ) ) 한미한미한미한미    바이오협력단장바이오협력단장바이오협력단장바이오협력단장    1111 차차차차    방한방한방한방한    

 

 

 

 

 

 
 식약청 윤여표청장               이근선 협력단장이 식약청관계자들에게 바이오 정책에 대한 세미나.. 

 

 

 

 

 

 
보건복지가정부 맹호영과장         이근선협력단장과 경기바이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바이오 정책 설명 
 

 

 

 

 

 
 한밭대학교 설동호총장,  선한이웃병원 조원민병원장 , 지식경제부 박기영과장,  NCNT 신훈규책임연구원 

 

 

 

 

 

 
 대구시 박석호 투자유치자문관, 경상북도 도청직원들, 대구신서 김종찬투자유치단장,  포항시 박승호시장 

 

 

 

 

 

 
 한국바이오협회 최종훈본부장, 황해특구 김대순과장,   한밭대학교 이봉호교수,    선디스플래이 이선상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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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주의 바이오 클로스터 현황에 대한 설명 

▶ 메릴랜드 바이오 2020 정책 소개-한국과 메릴랜드간 바이오 산업 상호투자유치, 공동연구,  

    자원지금 대학(병원)의 분교(분원) 설립, 특허문제, 기술특허 사용문제등에 대한 정책 설명 

▶ 매일경제,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11117777.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9999 월월월월    3333 일일일일: : : : 한미간한미간한미간한미간    경제현황문제와경제현황문제와경제현황문제와경제현황문제와    FTAFTAFTAFTA 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협의협의협의협의    

 

 

 

 

 

 
             한덕수 주미대사와오말리 메릴랜드주지사,  이원로 JG BLI 바이오 사업 기획단장 

 

▶ JG BLI 이원로 바이오 사업 기획단장의 주선으로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관대사와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와의 한미간의 경제현황문제와 FTA (상호 바이오산업 진출)에  

    대한 미팅을 메릴랜드 주지사 관청에서 개최함 

▶ JG BLI 는 FTA 비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특히, 한미간 상호 바이오 산업 진출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보강함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11118888.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9999 월월월월 14141414 일일일일::::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    개최개최개최개최    대회대회대회대회    명칭과명칭과명칭과명칭과    개최개최개최개최    날짜날짜날짜날짜    확정확정확정확정    

    

 

 

 

 
            이근선                           이원로                Dr. Lawrence Mahan                   폴 장  

                 바이오 박람회 대회장       바이오 사업 기획단장    MD Biotechnology 소장      바이오 사업 기획실장 

                                                                                         Bradley Gillenwater  

                                                                                           국제무역국장     

                                              

▶▶▶▶    메릴랜드 주 정부 경제개발부 산하 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의 Dr. Lawrence  

                Mahan 소장과 바이오 박람회 대회 명칭과 개최 날짜 확정(Nov. 12-14, 2010) 

▶▶▶▶    JG BLI 는 한국정부와 메릴랜드 주정부와 최초의 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Korea-Maryland Bio Expo 2010” 세부 계획서 착수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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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9999.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9999 월월월월 15151515 일일일일: : : : Gaithersburg West Master Plan Gaithersburg West Master Plan Gaithersburg West Master Plan Gaithersburg West Master Plan 개발계획개발계획개발계획개발계획    공청회공청회공청회공청회    

    

 

 

 

 
            계획도                      페널리스트로 참석한 이원로 바이오 기획단장                     조감도 

   

▶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의회에서 GWMP(존스 합킨스 대학교 몽고메리 카운티 캠프스내의  

    Life Science Center 설립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 JG BLI 의 이원로 바이오 사업 기획단장이 페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단지개발에 대한 찬성의  

    당위성을 발표 

▶ Comcast Cable 방송 참조 

 

 

20202020.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0101010 월월월월 15151515    일일일일, 10, 10, 10, 10 월월월월 17171717 일일일일: : : : 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Opening Ceremony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Opening Ceremony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Opening Ceremony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Opening Ceremony    

    

 

 

 

 

   오말리 MD 주지사, Johansson 주 경제장관, 이근선 대회장, Sue Hecht  MD 주하원의원, 이원로 기획단장 

 

▶ 9 월 15 일 World Trade Center 내에 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개원 

▶ 9 월 17 일 몽고메리 카운티 Shady Grove Innovation Center 내에 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개원 

▶ JG BLI 바이오 사업 기획단 참석 

▶ 워싱톤 포스트, Channel 9, 13 TV 방송 참조 

 

 

21. 2009.1021. 2009.1021. 2009.1021. 2009.10 월월월월    1111 일일일일: : : :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    로고와로고와로고와로고와    포스포스포스포스터터터터    제작제작제작제작    

 

 

 

 

 

 

 

  

 

 

 

 

               Logo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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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0101010 월월월월 20202020 일일일일    ––––    23232323 일일일일: : : : 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    산산산산업시찰단업시찰단업시찰단업시찰단    방미방미방미방미    

 

 

 

 

 

 
        방미 기자회견        McDonaugh MD 국무부장   Johansson MD 경제장관,              NIH 

 

 

 

 

 

 
   Johns Hopkins 병원                     NIST          Johns Hopkins University 창업보육센터 및 Life Center                        

 

 

 

 

 

  
 MD Biotechnology Center Mahan 소장, MD University Bio Park,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청,Tissue Gene 

 

▶ JG BLI 의 주관사업으로 경상북도 바이오 산업시찰단을 초청하여 메릴랜드주의 바이오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상호 교류 (자매결연) 문제와 투자유치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함 

▶ NCNT (포항나노직접센터)와 NIST 간의 바이오 나노 공동연구와 상호교류에 관한 협의  

    진행 

▶ Maryland University 와 경북 대학교 간의 상호공동연구에 대한 협의 진행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영남일보 기사 참조   

 

22223333.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0101010 월월월월 23232323 일일일일: : : :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    성공의성공의성공의성공의    확신확신확신확신    출범식출범식출범식출범식    개최개최개최개최    

    

 

 

 

 
 이근선이근선이근선이근선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ExpoExpoExpoExpo 대회장대회장대회장대회장            이원로이원로이원로이원로    바이오기획단장바이오기획단장바이오기획단장바이오기획단장        수잔리수잔리수잔리수잔리    주하원의원주하원의원주하원의원주하원의원            최종현최종현최종현최종현    주미한국대주미한국대주미한국대주미한국대사관사관사관사관    경제경제경제경제공사공사공사공사    

 

▶▶▶▶    주미 한국대사관의 협력으로 성황리에 출범식 개최 

▶▶▶▶    한미간의 협력으로 바이오 창업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동남아 Bio Hub 역활 

▶▶▶▶    국제수준의 전문 Convention 의 활성화 (연례개최) 

▶▶▶▶    최신 바이오 산업계의 이슈와 기술 및  Conference 개최 

▶▶▶▶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정책, R&D 와 상호협력방안, 특허 문제 및 학술대회 정례화 

▶▶▶▶    매일경제, 한국경제,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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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444....    2009200920092009 년년년년 10101010 월월월월 22224444 일일일일    ––––    11111111 월월월월 10101010 일일일일: : : :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    홍보차홍보차홍보차홍보차    

                                        이근선이근선이근선이근선    바이오박람회바이오박람회바이오박람회바이오박람회    대회장대회장대회장대회장        2222 차차차차    방한방한방한방한    

   A. 2009 년 10 월 26 일 – 28 일: 한상대회 홍보부스 설치 

 

  

 

 

 

 
     인천송도 컨벤시아        “Korea-Maryland BIO Expo 2010”홍보부스      박흥민 박람회 한국준비위원장 

 

 

 

 

 

 
 선디스플래이 이선상사장       NCNT 안재수 박사            독일 한복선 박사        원주의료기기 한용대 CEO 

 

▶ 인천에서 개최 된 제 8 차 한상대회에 홍보관을 마련 “Korea-Maryland BIO Expo 2010”   

    을 성공적으로 홍보 

▶ 재외동포신문 참조 

 B. 2009 년 10 월 29 일 – 11 월 10 일: 이근선 바이오박람회 대회장 홍보차 기관 방문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회장, 경상남도 재해식통상국장,  한밭대학교 이동형교무처장, 충청북도 도청앞 

 

 

 

 

 

 
 대구신서 김종찬 투자유치단장, 대한상의 김세호상무,     Toddy 이영호사장, 한국식품연구소 석호문본부장 

 

 

 

 

 

 
 중기청 정영태차장, 대구시 남동균부시장과 배영철통상과장, 지식경제부 허경국장, 경상북도 김성경국장 

 

 

 

 

 

 
    미디아원 김장현사장,       디버프리 조성진회장,      혈액연구소 황유성박사,        NWC 김희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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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바이오 단체 및 기업과 바이오 박람회에 대한 미팅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25. 200925. 200925. 200925. 2009 년년년년 11111111 월월월월 25252525 일일일일: : : :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개최개최개최개최    장소장소장소장소    결정결정결정결정    

 

 

 

 

Baltimore Convention Center 전경(American Towman Expositions) 

 

▶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의 개최장소를 Baltimore Convention Center 에서  

    개최하기로 계약함 

▶ 주소: Baltimore, Maryland Convention Center  

1 West Pratt St.  

Baltimore, MD 21201 

 

 

22226666.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1111111 월월월월 30303030 일일일일: : : :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세부세부세부세부    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    완성완성완성완성    및및및및    발송발송발송발송    

        

 

 

 

 

 

 
                           영문버전영문버전영문버전영문버전                                                                                                                                                                                                                                            한글버전한글버전한글버전한글버전    

 

▶ 한국과 미국의 각 기관, 바이오 단체, 병원, 대학교 및 바이오 기업들에게 세부 계획서 발송 

▶ 많은 호응과 지지와 함께 바이오 박람회 참관 의사를 밝힘 

 

 

27. 200927. 200927. 200927. 2009 년년년년 12121212 월월월월 5555 일일일일: KAMA Christmas Gala : KAMA Christmas Gala : KAMA Christmas Gala : KAMA Christmas Gala 참석참석참석참석    

 

 

 

 

 

이근선대회장, 김익재 KAMA 회장                                       남명호박사                이원로바이오기획단장 

 

▶ JG BLI 는 KAMA (워싱톤한인의사협회) Christmas Gala 의 후원자로 참석하여 바이오    

    박람회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의사협회임원들에게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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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888.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2121212 월월월월    8888 일일일일    ––––    9999 일일일일: : : : ((((주주주주) ) ) ) 세바세바세바세바    그룹그룹그룹그룹    조성진조성진조성진조성진    회장회장회장회장, (, (, (, (주주주주) ) ) ) 토디토디토디토디    장석현장석현장석현장석현    사장사장사장사장    방미방미방미방미    

 

 

 

 

 
   John MacDonough                   Man Cho                  Steven Silverman           Bradley Gillenwater 

  메릴랜드 주 국무장관       상무성 에너지 환경과장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장관  메릴랜드 주 국제무역국장 

 

 

 

 

 

 
          본사방문              박람회 참석신청서 서명                상호업무협력방안 양해각서 서명 

 

▶ JG BLI 이원로 바이오기획단장과 Paul Chang 기획실장의 안내로 메릴랜드 주 국무장관,  

    미국 상무성, 메릴랜드 경제개발부 및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장관과 면담하여 향후  

    (주)토디의 양변기 절수 기술에 대한 미국 진출건에 대하여 협의함 

▶ (주) 세바 그룹, (주)토디는 본사를 방문하여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의  

    참석문제와 Booth 계약 및 JG BLI 와의 미국 진출에 대한 MOU 계약을 체결하였다 

  

 

22229999.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2121212 월월월월 18181818 일일일일: : : :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Maryland BIOMaryland BIOMaryland BIO    Expo Expo Expo Expo 2010201020102010””””    10101010 대대대대    뉴스뉴스뉴스뉴스    선정선정선정선정    

 

▶ 한국-MD 주, 바이오 교류 활발 

▶ 메릴랜드와 한국과 바이오 산업 교류에 물꼬가 터졌다. 그동안 미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DNA 엘리’로 통하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충청북도간 교류에 이어, 올 해는 경상북도가 바이오 협력을 위해  

                                    메릴랜드를 찾았다.  

▶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2010 년 11 월에는 메릴랜드와 한국간 ‘코리아-메릴랜드 바이오  

    엑스포 2010 (Korea-Maryland BIO Expo 2010)’도 열린다 

▶ 한국계 기업인 JG BLI (사장 이원로)가 행사의 모든 준비를 담당한다 

▶ 코리아 메릴랜드 바이오 엑스포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내 바이오 관련 800 여 각 기관  

    단체등이 참가하는 초대형 규모로 3 박 4 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 MD 주정부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2020 년까지 모두 13 억달러를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 

▶ 메릴랜드와 한국간 물꼬를 튼 바이오 산업 교류는 ‘코리아-메릴랜드 바이오 엑스포 2010’  

    를 통해 소통의 깊이와 폭이 더 넓어 질 전망이다. 

▶ 워싱톤 중앙일보 참조 

 

 30303030.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2121212 월월월월 21212121 일일일일: : : : 존스합킨스대학교와존스합킨스대학교와존스합킨스대학교와존스합킨스대학교와    한밭대학교간의한밭대학교간의한밭대학교간의한밭대학교간의    심포지움심포지움심포지움심포지움    개최개최개최개최    확정확정확정확정    

 

▶ JG BLI 의 주관사업으로 2010 년 2 월 15 일-16 일간 존스 합킨스 대학교 내에서 심포지움  

    개최 

▶ 상호간의 학술교류, 교수교환, 학생교환과 공동연구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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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1111. 2009. 2009. 2009. 2009 년년년년 12121212 월월월월 30303030 일일일일: : : :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    개최개최개최개최    (JG BLI (JG BLI (JG BLI (JG BLI 주관주관주관주관)))) 

 

 

 

 

 
 정재욱박사와 세미나 현장,     Joint Venture Company of AniBiotech & BioGemex  at Vantaa Finland 

 

▶ BioGemex 정재욱 회장의 진행으로 바이오 심층분석 세미나 

▶ JG BLI 바이오 사업팀들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 JG BLI 는 바이오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전문적인 바이오 박람회 준비와  

    보다 업그레이드된 바이오 시장 전략에 대비하고 바이오 벤처기업과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을 연결하며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하여 바이오 시장의 발전을 선도한다 

 

 

33332222. 2010. 2010. 2010. 2010 년년년년    1111 월월월월    12121212 일일일일----1111 월월월월    11114444 일일일일: KEI : KEI : KEI : KEI 주최주최주최주최    한미관계한미관계한미관계한미관계    국회의원국회의원국회의원국회의원    초청초청초청초청    세미세미세미세미나나나나    

 

 

 

 

 

이세희 외대동문회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이근선 박람회대회장, 이원로 바이오기획단장,윤상현한나라당 의원 

 

 

 

 

 

황영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규성 민주당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JG BLI 는 KEI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한미관계 세미나 (FTA 와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참석차 방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의 홍보와 함께 바이오 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 

▶ 연합뉴스, 워싱톤 한국일보, 워싱톤 중앙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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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 3. 3. 3. 2010201020102010 년년년년    1111 월월월월 14141414 일일일일: : : : University of Maryland Chancellor William KirwanUniversity of Maryland Chancellor William KirwanUniversity of Maryland Chancellor William KirwanUniversity of Maryland Chancellor William Kirwan 과의과의과의과의    미팅미팅미팅미팅    

                   

               ▶ Dr. William Kirwan 은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총장 (1988-1998), 오하이오 대학교  

            총장 (1998-2002)을 역임했고 2002 년부터 

            University System of Maryland Chancellor 로  

            재직중이며 이원로 바이오 기획단장과의 단독면담을  

            통하여 ‘Korea-Maryland BIO Expo 2010’의 스폰서,  

            연사, Track/Session 및 참관을 약속 받았고 특히  

            University of Maryland 와 경상북도간의 바이오  

            파크 상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힘. 

                                    DrDrDrDr. . . . Chancellor William KirwanChancellor William KirwanChancellor William KirwanChancellor William Kirwan     

University System of Maryland University System of Maryland University System of Maryland University System of Maryland 산학산학산학산학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 Towson University 

• Bowie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Baltimore 

• University of Maryland Biotechnology Institute-Shady Grove 

•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 University of Maryland Eastern Shore 

• Salisbury University 

    

 

33334444. . . . 2010201020102010 년년년년    1111 월월월월 22220000 일일일일----21212121 일일일일::::    존스존스존스존스    합킨스합킨스합킨스합킨스    대학교와대학교와대학교와대학교와    한밭한밭한밭한밭    대학교간의대학교간의대학교간의대학교간의    MOUMOUMOUMOU 채결채결채결채결    논의차논의차논의차논의차    방미방미방미방미    

 

 

 

 

 

송기범박사내외          환영오찬    Hedy Alavi 국제교류대학원 부원장, 최종인 교수, 최병욱 교수 

전 한밭대학교 대학원 원장                                       Andrew Douglas 공과대학원 부원장, 송기범 명예교수, 

현 명예교수                                                           이원로 바이오 기획단장 

 

 

 

 

 

 존스 합킨스 대학교 전경               JHS 몽고메리 카운티 캠퍼스 방문후 면담                JG BLI 본사방문  

                                                                                                     

▶ JG BLI 의 주관사업으로 한밭 대학교 관계자들이 한밭 대학교와 존스 합킨스 대학교간의 

    MOU 채결준비와 양 대학간 상호교류(생명공학분야, 공동연구, 산학협력, 이공계 교류,  

    교수진 및 학생교환)를 준비하기위한 사전답사 및 논의를 위하여 방미 

▶ 워싱톤 한국일보, 워싱톤 중앙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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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5. 20105. 20105. 20105. 2010 년년년년    1111 월월월월 26262626 일일일일::::    한국한국한국한국    외국어외국어외국어외국어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조장연조장연조장연조장연    경영대학원장과의경영대학원장과의경영대학원장과의경영대학원장과의    면담면담면담면담    

    

    

    

    

    

  조장연 경영대학원 원장    이근선 박람회 대회장과 조장연 대학원장과의 박람회 참가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 워싱톤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한국 외국어 대학 경영대학원이 주최하는 제 1 기   

    워싱톤 글로벌 대학원 MBA 최고 경영자 과정을 위해 방미한 조장연 경영대학원장과의   

    면담. 

▶ ‘Korea-Maryland BIO Expo 2010’ 바이오 박람회의 소개와 함께 한국 교수협회, 

    생명공학학회 및 (주)한국 유나이트드 제약회사등과의 네트워킹과 박람회 참가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33336666. 2010. 2010. 2010. 2010 년년년년    2222 월월월월 1111 일일일일::::    김김김김창준창준창준창준    전전전전    연방하원의원의연방하원의원의연방하원의원의연방하원의원의    고문직고문직고문직고문직    수락수락수락수락    

    

    

    

 

 

      한덕수 주미 대한민국대사와 김창준 “Korea-Maryland Bio Expo 2010” 박람회 고문 (전연방하원의원) 

 

▶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전연방하원의원(3 선)을 역임하고 현 이명박 대통령  

    자문위원, 경기도 명예대사인 김창준 워싱톤 포럼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바이오 박람회 기획위원단의 고문직을 위촉하였다.   

 

 

33337. 20107. 20107. 20107. 2010 년년년년    2222 월월월월 3333 일일일일::::    안상수안상수안상수안상수    인천시장의인천시장의인천시장의인천시장의    동포동포동포동포    간담회와간담회와간담회와간담회와    JG Group JG Group JG Group JG Group 이근선이근선이근선이근선    회장과의회장과의회장과의회장과의    조찬조찬조찬조찬    미팅미팅미팅미팅    

 

 

 

 

 

 이근선 JG Group 회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의             안상수 인천시장과 한인 지도자들과의 조찬 미팅 

       안상수 인천시장                 동포 간담회 연설              

 

▶ 안상수 인천시장은 볼티모어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주한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유치, 대학유치 그리고 IFEZ 의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의 도약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인천을 환경문제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스마트 도시 (Smart City), 자연 경관이 살아있는 푸른도시 (Green City)로 

    창조적인 미래 도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 JG Group 이근선 회장은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조찬 미팅을 가졌고 조용천 주미 대사관  

    총영사, 김창준 워싱톤 포럼 이사장, 이동희 평통회장, 황원균 북버지니아 한인회 회장과  

    함께 전체 미팅을 통해 한미간의 국가적인 박람회 개최에 대한 “Korea-Maryland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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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 2010”의 홍보와 메릴랜드 주정부의 Bio 2020 정책설명을 했고 안상수 인천시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와 상호교류에 대한 원칙에 합의함.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33338. 20108. 20108. 20108. 2010 년년년년    2222 월월월월 18181818 일일일일::::    한밭한밭한밭한밭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존스존스존스존스    합킨스합킨스합킨스합킨스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학술교류협정학술교류협정학술교류협정학술교류협정    MOU MOU MOU MOU 체결체결체결체결    

    

    

    

    

    

존스 합킨스 대학교 전경          설동호 총장과             차동진 국제교류원장,          MOU 기념 단체사진 

                                             Lloyd Minor             설동호 총장, Lloyd Minor 

     공과대학원 부총장     공과대학원 부총장, Nick Jones 

                                                                                   공과대학원 원장 

                                

    

    

    

    

                   존스 합킨스 공과 대학원 엔지니어 연구실 견학         존스 합킨스 대학교 몽고메리 카운티 캠퍼서 견학    

    

    

    

    

    

               메랠랜드 주 경제개발부의 Biotechnology Center 방문               메릴랜드 경제개발부 Robert Walker  

                                                                                                    부 경제장관과 설동호 총장과의 선물교환 

                                                                                          

▶ JG BLI 의 주관사업으로 한밭 대학교 설동호 총장, 차동진 국제교류원장과 존스 합킨스 

    대학교 Lloyed Minor 공과대학원 부총장, Nick Jones 공대 대학원 원장간의 학술교류협정 

    MOU 체결식이 존스 합킨스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됨. 

           ▶ 이번 MOU 체결을 위하여 한밭 대학교에서는 설동호 총장, 송기범 공학박사 (명예교수),  

               안기홍 공과대학장, 김동화 입학관리부장, 최종인 NC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 민경세  

               창업 대학원장, 차동진 국제교류원장, 이봉호 박사 (생명공학), 류인광 산학협력실장, 

               황선표 국제교류 코디네이트 참석했고 존스 합킨스 대학은 Lloyed Minor 공과대학원  

    부총장, Nick Jones 공대 대학원 원장, Hedy Alavi 국제교류 대학원 부원장이 참석함. 

▶ MOU 의 주된 내용은 양대학 이공계간 최첨단 시설을 이용한 교수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교환교수/학생 프로그램 수행, 위크숍, 생명공학 공동연구, 컨퍼런스 개최등이다. 

▶ Lloyed Minor 부총장은 한밭 대학교의 생명공학연구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번 

    MOU 로 인해 양대학간의 생명공학 공동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 

▶ 또한 한밭 대학교 경상대학과의 교류, 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양대학간 공동연구가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음. 

▶ 한밭 대학교는 ‘‘‘‘KorKorKorKoreaeaeaea----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의 적극적인 참석의사를 밝혔고 한밭 

    대학교와 연계된 1,200 여개의 산학협력기관중 바이오, 친환경 기업들을 추천하여 바이오 

    박람회 참가에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Newsis,  네이트 뉴스, 플러스 코리안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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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9. 20109. 20109. 20109. 2010 년년년년    2222 월월월월 19191919 일일일일::::    한밭한밭한밭한밭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존스존스존스존스    합킨스합킨스합킨스합킨스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MOU MOU MOU MOU 체결체결체결체결    기념기념기념기념    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    초청초청초청초청    간담회간담회간담회간담회    

    

    

    

    

    

     이원로 JG BLI 사장           설동호 한밭 대학교        Hedy Alavi 존스 합킨스           Nancy Floreen 

             환영사                      총장의 기조연설          대학교 국제교류 대학원      몽고메리 카운티 시의장 

                                                                    부원장 축사                          축사 

    

    

    

    

    

                   한밭 대학교 방미단       김응권 주미대사관 교육관,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 지도자들 

                                                     Nancy Floreen 몽고메리 

                                                             카운티 시의장     

    

▶ JG BLI 의 주관사업으로 양대학간의 성공적인 MOU 체결식후 JG BLI 의 리셉션 홀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에 대한 간담회에 한인사회 각계 지도자들 60 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축사와 격려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됨. 

▶ 이번 간담회에서는 JG BLI 이원로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성도 목사의 축사기도,  

    Nancy Floreen 몽고메리 카운티 시의장, 김응권 주미 대사관 교육관, Hedy Alavi 존스 

    합킨스 국제교류 대학원 부원장, 정세권 미주한인재단 총회장, 최현경 미주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명돈의 JC Mission 회장이 축사를 했고 설동호 한밭 대학교 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차동진 국제교류원장의 한밭 대학교 소개와 함께 홍보영상을 관람하고 

    송기범 한밭 대학교 명예교수의 오찬기도후 많은 참석 인사들의 성공적인 양대학간의  

    교류진전에 대한 격려를 받음. 

▶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Newsis,  네이트 뉴스, 플러스 코리안 기사 참조 

 

 

40. 201040. 201040. 201040. 2010 년년년년    3333 월월월월 8888 일일일일: : : : 워싱톤워싱톤워싱톤워싱톤    교회협의교회협의교회협의교회협의----이근선이근선이근선이근선    재정이사장재정이사장재정이사장재정이사장    초청초청초청초청    예배예배예배예배    및및및및        

                                                                                                                                        ““““KoreaKoreaKoreaKorea----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Maryland BIO Expo 2010””””    사업사업사업사업    연혁연혁연혁연혁    소개소개소개소개    

    

    

    

    

    

김성도 교협 회장의 축하설교, 이근선 대회장님의 인사말씀,  폴장 기획실장                         단체사진 

                                                                                                                                                                                                                                                                                사업연혁 설명 

    

▶ 워싱톤 교회협회에 재정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근선 회장은 JG BLI 리셉션 홀에서 

    워싱톤 교회협회의 40 여명의 증경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번 초청예배는 배현수 목사의 사회로 김성도 회장의 설교가 있었고 이근선 집사의 인사      

    및 광고 그리고 최윤환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 초청예배에는 한국 바이오 사업 자문위원들도 함께 참석하였고 Lily Qi 몽고메리 카운티 

    아시아 태평양 담당 Community Liaison 와서 2010 년 인구조사의 작성과 참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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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있었고 JG BLI 폴 장 바이오 사업 기획실장의 “코리아-메릴랜드 바이오 엑스포 

    2010”의 Presentation 과 함께 바이오 사업 연혁을  소개하고 지난 한밭 대학교와 존스  

    합킨스 대학교와 맺은 MOU 와 JG BLI 바이오 사업에 대한 홍보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41. 201041. 201041. 201041. 2010 년년년년    3333 월월월월 8888 일일일일----3333 월월월월    12121212 일일일일: : : :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사업사업사업사업    한국한국한국한국    자문위원들의자문위원들의자문위원들의자문위원들의    방미방미방미방미    

    

    

    

    

    

                          John McDonough MD 주 국무장관관의 면담                                 Judith Britz  

                                                                                                       MD BioTechnology Center 소장 

    

    

    

    

    

Jim Hughes MD Bio Park 소장과의 면담                      본사에서의 Meeting          상무성관계자와 함께 

    

    

    

    

    

    MD BioTechnology     함성호 Rafagen 박사와 함께            Steven Silverman MGC 경제국장과 함께 

            Center 

 

▶ “코리아-메릴랜드 바이오 엑스포 2010”의 한국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미디어샵의    

    박흥민 회장, (주) 썬 디스플레이의 이선상 사장, 재단법인 네오딘 의학연구소 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원장인 황유성 박사가 메릴랜드 바이오 산업을 견학  

    하기위하여 방미하였다. 

▶ 한국 자문위원들은 Baltimore Convention Center 를 방문 견학한 후 이번 박람회 장소임대  

    에 대한 최종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고 John McDonough 메릴랜드 주 국무장관과의 면담, 

    메릴랜드 경제개발부와 면담, 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Judith Britz 소장과의 면담, 

    연방 상무성과 면담, 몽고메리 카운티 Steven Silverman 경제장관과 면담, Maryland Bio  

    Park 방문 견학하고 존스 합킨스 대학교 몽고메리 카운티 캠퍼서를 견학한후 한인이 운영  

    하는 바이오 벤쳐기업인 (주)Rafagen 을 방문하여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생산을 위한 유전자의 발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인조 유전자 프로모터를 생산하는 

    핵심원천기술의 내용과 한국으로의 진출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Presentation 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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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코리아코리아코리아----메릴랜드메릴랜드메릴랜드메릴랜드    바이오바이오바이오바이오    엑스포엑스포엑스포엑스포    2010 2010 2010 2010 관련기사관련기사관련기사관련기사        
 

 

02.22.2010 조선일보 USA -한밭대 vs죤스합킨스대MOU 체결 지도자 초청 간담회 

 http://www.chosunilbousa.com/ninfo.cfm?upccode=chD6D69AB2-1&cat=News 

02.19.2010 워싱톤 한국일보 -한밭대 vs죤스합킨스대MOU 체결 지도자 초청 간담회 

 http://www.koreatimes.com/article/578041 

02.19.2010 워싱톤 중앙일보 –한밭대 vs죤스합킨스대MOU 체결 지도자 초청 간담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90877 

02.17.2010 워싱톤 한국일보 -한밭대 vs  죤스 합킨스대 MOU 체결 

 http://www.koreatimes.com/article/577518 

02.14.2010  워싱톤 중앙일보 – 한밭대 vs  죤스 합킨스대 MOU 체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87183 

02.12.2010조선일보 USA -한밭대 vs죤스합킨스대MOU 체결한다 

 http://www.chosunilbousa.com/ninfo.cfm?upccode=chD3EA823F-0&cat=News%22 

01.26.2010  워싱톤 중앙일보 – 한밭대 vs Johns Hopkins University MOU 추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77975 

01.26.2010  워싱톤 한국일보 – 한밭대 vs Johns Hopkins University MOU 추진 

 http://www.koreatimes.com/article/573431 

12.18.2009 기독일보 – 워싱톤 교회협의회 재정이사관련 기사 

 http://dc.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cg&id=186078 

12.17.2009 워싱톤 중앙일보 – 한인사회 10대 뉴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59144 

11.17.2009 워싱톤 한국일보 – 2차 한국 방문관련 기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560153 

11.13.2009 워싱톤 중앙일보 – 2차 한국 방문관련 기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0699 

11.09.2009   재외동포신문 – 한상대회에 부스차린 동포기업인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12# 

11.04.2009 영남일보 – 경북시찰단 

 http://www.yeongnam.com/yeongnam/html/yeongnamdaily/society/article.shtml?id=2

0091104.010030737440001 

10.28.2009 한국매일경제 – BIO Expo 2010 출범식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EA%B5%AD%EC%A0%9

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553344

&selFlag=&relatedcode=&wonNo=&sID=303 

10.28.2009 한국경제신문 – Bio expo 2010 출범식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2508971&ltype=1&n

id=000&sid=0106&page=2 

10.27.2009 PowerNewsUSA  - Bio expo 2010 출범식 

http://powernewsusa.com/detail.php?number=1169&thread=28r01 

10.26.2009 워싱턴 한국일보 - Bio expo 2010 출범식 

http://dc.koreatimes.com/article/555767 

10.26.2009 워싱톤 중앙일보 - Bio expo 2010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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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DC&source=DC&categor

y=&art_id=930349 

09.16.2009 워싱톤 중앙일보 – 1차 방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08281 

09.13.2009 워싱톤 한국일보 – 1차 방한 

http://www.koreatimes.com/article/547553 

09.09.2009 워싱톤 중앙일보 – 1차 방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05265 

09.01.2009 워싱톤 중앙일보 – 1차 방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01131 

08.31.2009 한국 매일경제 – 협력단장 

http://news.mk.co.kr/newsRead.php?sc=50100034&cm=CEO%20&%20CEO&year=2

009&no=457685&selFlag=&relatedcode=&wonNo=&s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