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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EMA-AGRIFOOD 참가기업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엠와이소셜

컴퍼니가 운영하는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프로그램 

‘EMA-AGRIFOOD’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화 지원금 및 투자연

계, 멘토링, 오픈이노베이션, 국내외 데모데이 참여 등을 통하여 농식품 산업 생태계

에 혁신을 불러올 스타트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6일

㈜엠와이소셜컴퍼니 (MYSC)

1 프로그램 개요

 사업명 : 2023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프로그램명 : EMA-AGRIFOOD

 목적

  ○ 스타트업에 특화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성장 지원

  ○ 농식품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원 연계(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투자자)

  ○ 직접투자 지원, 네트워킹 연계, 파트너십 확장

  ○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해외 데모데이 참여기회)

 운영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2.31.

 지원대상 : 창업 5년 미만 농식품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사항

- 2 -

주요 

지원항목

① (성과관리) 기업진단, KPI/마일스톤설정, 월별 정기점검 및 자원연계

② (MYSClass) 온라인 전문강의 제공(무제한 수강),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 제공(월 2회, 자율참여), 농식품 특화교육 제공(총 3회, 참여권장)

③ (Office Hour) MYSC 내부 컨설턴트와의 주제별 오피스아워(월 2회, 자

율참여), MYSC 외부 파트너와의 분야별 오피스아워(월 2회, 자율참여), 

농식품 특화 컨설팅(우수기업限, 데이터/마케팅/조직문화)

④ (Meet Up)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스타트업 네트워킹

⑤ (투자유치 지원) IR 준비, 정기 캐주얼IR미팅, 직접 투자 및 후속 투

자 기회마련(10개팀 가운데 직접투자 최소 1.6억원 목표), 글로벌 데

모데이(우수기업限, 23년 9월, 싱가포르), 국내 데모데이(전원필참)

⑤ (사업화 자금지원) 기업당 최대 1,200 만원

 ※ 유의사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침상 사업화자금 중복수혜는 가능하지만, 수혜를

      받고 있는(받게 될) 타 기관의 사업화자금 중복수혜 가능여부는 해당

      주관기관에 사전확인 요망

2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개요: EMA-AGRIFOOD

   ○ 사람(Being), 기업(Organization), 생태계(Mechanism)의 혁신으로 농식품의 봄

(B.O.M)을 맞이하는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팅(Extra-mile 

Accelerating)”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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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 기업진단 및 지표관리

   - 체계적인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이 우선 집중해야 할 KPI와 마일스톤을 설정

  ○ 정기점검 및 자원연계

   - 월별 정기점검 미팅(체크인/체크아웃 세션)을 통해 KPI와 마일스톤을 점검

   -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연결 및 추가적인 자원연계

 MYSClass

  ○ 온라인 전문강의 제공

   - 임팩트투자, 오픈이노베이션, ESG, 마케팅, 그로스해킹 등 주요 주제에 대한 기초

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문강의(동영상) 제공

   - 기간 내 무제한 수강 가능하며 대표자 외 실무자 또한 수강 가능

  ○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 제공

   - CEO리더십, 산업 트렌드, 비즈니스 실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의

   - 월 2회 열리는 강의 일정에 따라 자율참여 가능

  ○ 오프라인 농식품 특화교육 제공

   - 농식품 산업의 ESG와 임팩트, 농식품 상품기획, 정부지원사업 활용팁 등 농식품 

분야에 필요로 하는 전문강의 제공

   - 프로그램 기간 내 총 3회 내외 개최, 참여 권장

 Office Hour

  ○ 주제별 오피스아워

   - MYSC 내부 컨설턴트와의 주제별 오피스아워(예: 서비스디자인, 브랜딩, 임팩트측

정, HR 조직문화 등)

   - 월 2회 열리는 오피스아워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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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오피스아워

   - MYSC 외부 파트너와의 분야별 오피스아워(예: 법률, 노무, 특허 등)

   - 월 2회 열리는 오피스아워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 신청

  ○ 농식품 특화 컨설팅

   - 우수기업에 한하여 데이터 컨설팅, 마케팅 광고효과 분석 컨설팅,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등 특화 컨설팅 제공

 Meet Up

  ○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파트너 기업들

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스타트업 밋업

   - 농식품 타 기업 및 타 산업의 기업들을 만나 협업 아이디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파트너 스타트업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투자유치 지원

  ○ IR 준비

   - IR 피칭 컨설팅, IR Deck 디자인개선 등

  ○ 정기 캐주얼 IR미팅

   - 운영사 및 다양한 VC를 연계해 캐주얼 IR미팅 운영

  ○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연계

   - 우수기업에 한하여 운영사 직접투자 (10개팀 중 최소 1.6억원 집행 목표) 및 후속

투자 연계 지원

  ○ 글로벌 데모데이 (GIC, Global Impact Chapter)

   -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및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참여

   - 우수기업에 한하여 진행되며 2023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

  ○ 국내 데모데이 (SIC, Social Impact Chapter)

   - 국내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참여

   - 참여하는 모든 기업 필수참여, 202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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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및 선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용역비, 재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선정규모: 총 10팀 (사업화자금 각 1,200만원 지급)

 선정일정

기간 내용

`23.3.6.(월)∼3.20.(월) 14:00 모집 (서류접수)

‘23.3.10(금) 14:00-15:00 온라인 설명회

‘23.3.21(화)∼3.22(수) 서류심사

‘23.3.24(금) 서류심사 결과안내

‘23.3.29(수) 발표심사

‘23.3.31(금) 최종심사 결과안내

‘23.4.13(목) 오리엔테이션

   ※ 평가 및 선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10개

    * 농식품 생산 영역의 업스트림 비즈니스 분야 

      (예: 바이오, 농기계, 토양·종자개발 등)_최소 30% 이상 선발 목표

    * 농식품 소비 영역의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분야 

      (예: 식품, 가공, 포장, 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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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자체 페이지 방문 및 신청 → https://ema.kr/

 - 기본정보 입력 및 IR자료 또는 회사소개서, 필수 행정서류 업로드 제출

 선정방법

  ○ 수행기관 자체 평가기준으로 서류 및 발표 심사 진행

  ○ 수행기관 내‧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중심으로 더 큰 시장에서의 가능성 및 잠재력을 확인. 

더불어 공통적으로 비즈니스 역량과 팀 역량을 살펴볼 예정이며, 사회와 환

경 등 주요 임팩트(가치)측면에 대한 문제정의와 확장가능성도 함께 검토 

구분 내용 비율

비즈니스

역량

고객정의 명확한 고객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35%
차별적

경쟁력

경쟁사로부터 구분되는 핵심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수익모델/시

장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확장가능한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가?

팀 역량

비즈니스

역량

대표 등 주요 멤버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35%

글로벌 역량
대표 등 주요 멤버가 해외 경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등 해외 소통에 필요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사회환경

임팩트

문제정의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가?

30%임팩트 확장

가능성

비즈니스가 성장할수록 임팩트가 확장하는
구조인가?

기타 Upstream기업, Global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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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메일 → ema.info.agrifood@gmail.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코드 : myscbom) → https://open.kakao.com/o/gIzihl4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