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특례상장 시 기술성 평가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평가항목 별 평가기준 정량화 모델 구축 

작성자: 신한GIB 인더스트리팀 한종수 

 

1. 연구개요 

가. 사업명: 신한GIB 바이오기업 IPO 역량 강화 

나. 총괄: 신한금융투자 인더스트리팀 

다. 연구과제 

- 과제유형: 연구기획과제 

- 연구목표: 2017-2022년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시 요구되는 전문 기술평가기

관의 평가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바이오 기업이 한국거래

소에서 요구하는 기술 평가 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평가 항목 별 기준 제안 

 

2. 연구내용 

가. 연구명: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시 기술사업화평가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평가항목 별 평

가기준 정량화 모델 구축 

나. 연구상세: 

1) 2017-2022년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성공 및 실패 사례 수집 

a) 기술특례상장을 위하여 전문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사례 수집 

b) 상장 성공여부, 기술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사례 수집 

2) 사례 별 기업의 평가 당시 시점에 맞춘 기술성 평가 항목 별 평가내용 데이터베이스화 

a) 1차: 정성적 기술의 데이터베이스화 - 거래소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술성 평

가 항목 별로 사례 회사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는 받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

는지 기술 

- 언론 공개 내용, 증권신고서,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활용 

- 기술평가기관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사례 회사 내 상장 업무 담당자, 주관사, 거래소 

담당자 등 다양한 소스 활용  

b) 2차: 정성적 기술의 정량화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 거래소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제시하

는 기술성 평가 항목 별로 받은 평가를 정량적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환 



- 정량화 기준 수립: 각 항목 별 거래소 및 기술평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 및 평

가사례를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정량화 기준 수립 

- 바이오기업 업종 세분화하여 업종별 정량화 기준 수립 

- 사례별 정량화 기준 반영한 항목별 점수화 

c) 기술성 평가 항목 별 가중치 도출 

- 기술성 평가 항목 별 가중치 도출: 정량화 후 각 사례별 각 항목별 점수와 최종 결과를 

고려하여 각 기술성 평가 항목 별 가중치 도출 

- Cluster 별 기술성 평가 항목 별 가중치 도출: 각 사례를 기간, 업종, 시가총액 규모 등 

clustering하여 해당 cluster에서 사례별 등급이 나오기 위한 cluster 별 기술성평가 항

목 가중치 도출하여 가장 reliable한 clustering 기준 제안 

d) 정량화된 기술성 평가 모델 제안  

다. 사업기간: 선정 후 3개월, 협의가능 

라. 총 연구비: 3,000 만원 

마. 사업형태: 연구용역 

3. 선발대상 

 가. 자본시장 및 IPO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나. 바이오 기업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있는 자 

 다.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인적, 물리적 자원에 접근이 가능한 자 

 

4. 연구계획서 요구사항 

가.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 연구자의 경력 및 학력사항, 연구이력 및 대표적인 결과물 

2) 구체화된 연구목표 및 연구 기대효과 

나. 구체적인 연구 계획 

1) 상기 연구 상세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구체적인 방법론 및 필요시간, 필요 인적

/물리적 자원 

2) 연구 수행 인적 자원 확보 방안 



3) 일 단위의 연구 상세 내용 별 gantt chart 

4) 예상 연구 비용 소요 내역 

나. 예상 연구결과물  

1) 정량화된 기술성평가모델 mock-up 

2) 데이터베이스 mock-up 

 

5. 심사일정 

가. 심사일정: 지주 협의 후 수립 

나. 접수 마감일: 지주 협의 후 수립 

다. 접수 방법: 지주 협의 후 수립 

라. 선정 방법  

1) 1차: 연구계획서 제출 후 대표연구자 인터뷰 진행 – 필요시 인터뷰 생략 

2) 2차: 1차로 보완된 연구계획서 심사 

마. 선정 기준 

1) 정량화 모델의 현실 적용 가능성 (20)  

2) 정량화 모델 및 모델 구축 방법론의 창의성 (20)  

3)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완결성 (20)  

4) 연구 수행 방법의 현실성 및 구체성 (30) 

5) 연구자의 전문성 (10) 

 

6. 연구결과물 (모두 검색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여야 함) 

가. 기술성 평가 모델 목업 

나. 모델 도출 방법론 

다. 데이터베이스 목업 

라.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소스 raw data 

 



7. 제출서류 

가. 연구 계획서 1부 

나. 신청 자격의 증명 1부 

끝. 

  



[첨부] 2017-2021 기술평가 사례 

회사명 상장일 상장트랙 전문평가기관 등급 

유바이오로직스 2017-01-24 기술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크레더블 A A 

피씨엘 2017-02-23 기술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이스평가정보     

아스타 2017-03-20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A A 

앱클론 2017-09-18 기술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A BBB 

휴마시스 2017-10-17 기술평가         

엔지켐생명과학 2018-02-21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AA A 

오스테오닉 2018-02-22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A BBB 

EDGC  2018-06-26 기술평가 보건산업진흥원 이크레더블 A BBB 

아이큐어  2018-07-12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BBB 

올릭스  2018-07-18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A A 

바이오솔루션 2018-08-20 기술평가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A BBB 

옵티팜 2018-10-26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NICE 디앤비 A BBB 

셀리버리 2018-11-09 성장성추천         

파멥신 2018-11-21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NICE 디앤비 AA BBB 

싸이토젠 2018-11-22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A BBB 

네오펙트 2018-11-28 기술평가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A BBB 

티앤알바이오팹 2018-11-28 기술평가 한국기업데이터 NICE 디앤비 A A 

전진바이오팜 2018-12-14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A BBB 

에이비엘바이오 2018-12-19 기술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이스디앤비     

유틸렉스 2018-12-24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NICE 디앤비 A BBB 

비피도 2018-12-26 기술평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평가정보 A A 

이노테라피 2019-02-01 기술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업데이터     



셀리드 2019-02-20 기술평가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지노믹트리 2019-03-27 기술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크레더블 A A 

수젠텍 2019-05-28 기술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기업데이터 A A 

마이크로디지탈 2019-06-05 기술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압타바이오 2019-06-12 기술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올리패스 2019-09-20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라파스 2019-11-11 성장성추천 NICE 평가정보 - A - 

티움바이오 2019-11-22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 BBB 

제이엘케이 2019-12-11 기술평가 NICE 평가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BB A 

메드팩토 2019-12-19 기술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CJ 바이오사이언스 2019-12-26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A BBB 

카이노스메드 2020-06-08 기술평가 나이스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A A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기술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ICE 평가정보 A BBB 

젠큐릭스 2020-06-25 기술평가 한구기업데이터 SCI 평가정보 A A 

소마젠 2020-07-13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A A 

제놀루션 2020-07-24 성장성추천 이크레더블 - A - 

셀레믹스 2020-08-21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이오플로우 2020-09-14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A BBB 

박셀바이오 2020-09-22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이크레더블 A BBB 

피플바이오 2020-10-19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A BBB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기술평가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A A 

고바이오랩 2020-11-18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클리노믹스 2020-12-04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퀀타매트릭스 2020-12-09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A A 

엔젠바이오 2020-12-10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 A 

프리시젼바이오 2020-12-22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기술보증기금 A BBB 

지놈앤컴퍼니 2020-12-23 기술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나이스디앤비 A BBB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성장성추천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 A,BBB 

네오이뮨텍 2021-03-16 기술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크레더블 A A 

진시스템 2021-05-26 성장성추천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A A 

큐라클 2021-07-22 기술평가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A A 

바이젠셀 2021-08-25 기술평가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A BBB 

에이비온 2021-09-08 기술평가 나이스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A BBB 

차백신연구소 2021-10-22 기술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ICE 평가정보 A BBB 

지니너스 2021-11-08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보건산업진흥원 AA A 

툴젠 2021-12-10 기술평가 SCI 평가정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