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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
기업의성공적인
미국진출전략



미국 법인 설립 check list

회사설립
회사법전문법무법인

최소자본금, 회사주소지

사무실임대
공유 Office
(Wet) Lab 실험실

은행계좌개설
외국계은행
한국계은행

비자신청
이민법변호사(3개월)

ABTC card발급

운영및회계
Online 회계프로그램
CPA 자문서비스
상장법인 회계감사





California regional summary



VC Investment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전략?

미국 진출 먼저? 미국 진출이전 완벽한 준비?

✓ R&D 연구원채용

✓ 기술개발, 공동연구

✓ 투자유치

✓ Funding, investors network



성공 확률 높은 미국 진출 전략 idea

미국내바이오관련
주요기관과공동연구

현지 Network 이있는
경력직원의활용

미국내한인바이오
커뮤니티활용

검증된 CRO, Law firm의
적극적인활용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전략?



Sponsors

• On the campus of Harvard UCLA Me
dical Center in the South Bay

• 18,000 sqft of co-working lab + office 
space

• Over $1.5M of shared equipment in a 
BSL2 space

• Access to Lundquist Institute Cores + 
BioLabs/Lundquist Network

BioLabs at The Lundquist Institute



Square Feet Under Management

234,000

Est. Private Funding 
Raised by BioLabs 

Residents

>$1B

Member 
Companies

290

www.biolabs.io ©  2019 All rights reserved 9

Innovation: Building the Future in LA and Beyond



• 51%이상 지분소유자의 국적과 직원의

국적이 동일

• E-1: 무역회사의 경영자 혹은 직원

• E-2: 미국 법인의 본사직원 파견시

• “임원 또는 관리자” 와 “필수 또는

전문인력”으로 분류.

• 한국본사, 미국법인,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관련 서류를 미대사관에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과해야 함

• 비자 수속 기간:  약 3-5개월

• 최대 2-5년, 조건충족시 연장 가능

•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미국 VISA 내용 정리

E-1 & E-2 Employee

• 신청인은 본사나 계열회사에서 지난

3년간 적어도 1년이상 관리자 또는

기술자로 근무

• 본사가 미국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

• 미이민국 (USCIS) 로부터 I-129 청원서

승인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비자

취득

• L-1A 최대 7년, L-1B 최대 5년

• 비자 수속 기간: 약 3개월

•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L-1A(관리자), L-1B(기술자)

자료제공: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linkedin.com/company/kapa-ca

KAPAL California 소개

• President: 김현종 hyunjong.kim@kapal.org

• Vice President: 유재민 jyoo3487@kapal.org

• Director of Public Affair: 이영재(James) james.lee@kapal.org

• Advisor: Stanford Jhee

• 문의: kapal_ca@kap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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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A US, Inc.

김현종(Hyun Jong Kim)
Torrance, CA, USA 

Tel. +1 949-535-6910(US), +82-10-4557-0561(KR) 
E-mail. hjkim@astams.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