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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텍/NEWRACOM 소식 (2020년 5월)

2020. 5.

뉴라텍, 중기부『BIG 3 분야 혁신성장기업』 및 산자부『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선정

□ 시스템반도체 등 BIG 3 분야 혁신성장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격 지원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1일 BIG 3 분야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발표한 결

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뉴라텍을 비롯하여 총 17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함. 중소벤

처기업부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BIG 3

분야로 명명하고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에 걸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임.

ㅇ뉴라텍은 이번 선정을 통해 3년간 최대 12억 원 규모의 사업화 및 R&D 자금을 비롯해 

최대 13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또는 기술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야별 전

문가로 구성된 기업혁신 멘토단을 통해 사업화 기획부터 성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 대상업체 선별에 있어 3단계 평가 방식을 적용함. 특히 기

술분야별 225명의 전문가 평가와 58명의 국민심사단 의견을 반영해 기술성과 혁신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증함.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 통해 상장 시 우선 심사 및 심사기간 단축 기대 

ㅇ 뉴라텍은 또한 지난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도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반도체부품 전문기업으로 정부의 지원 및 상장 시 우대조건을 적

용받게 됨.

ㅇ 뉴라텍은 지난 4월 말『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인증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

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인증 심사를 의뢰한 결과, 관련법령1)에서 정한 소

재·부품·장비전문업체임을 이번에 인증받게 된 것임.

ㅇ이번 전문기업 인증을 통해 뉴라텍은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기술개발 및 지

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시 가점 등 인력 지원 ▲ 사업화 

및 경영지원 관련 금융지원 및 알선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무엇보다 ▲ 상장 시 우

선심사 및 상장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패스트트랙 상장이 가능하게 됨.

ㅇ 정부는 한일 간 소재·부품에 대한 무역 전쟁이 한창인 지난해 8월 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안)’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상장 특례를 구체화하

여, 지난해 9월 9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시 소재·부품전

문기업을 다른 심사청구기업에 우선해 심사하고, 실무적으로 일반기업(45영업일) 대비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하여(30영업일 내외)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전문기업여부에 대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