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 X 퓨처플레이와 함께


푸드산업을 혁신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람들은 재택으로 근무하며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오직 한 끼를 위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며, 건강기능 식품뿐 아니라 더 안전하고 좋은 


식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며 사람들의 식음료 소비 방식은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발맞춰 글로벌 식음료 시장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 먹고 마십니다. 농심과 퓨처플레이는 스타트업과 

함께 식품과 기술을 통해 맛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하고,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INTRO 농심 테크업플러스를 시작하며



농심과 퓨처플레이


농심 테크업플러스 소개


프로그램 소개


지원혜택

모집요강


모집일정


지원절차

CONTENTS 목차



대한민국 식품업계 전통 강자 농심과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퓨처플레이가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푸드 밸류체인을 혁신하고, 

미래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듭니다.

“

농심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65년 창립과 더불어 R&D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식품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맛있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처플레이는 기술기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

하고 육성하는 컴퍼니 빌더입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IoT 등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혁신할 하이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글로벌 테크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원합니다.

NONGSHIM     FUTUREPLAY 농심과 퓨처플레이

농심 퓨처플레이



  • 예비 창업가/창업팀은 농심의 전문적인 사업 및 R&D 인프라뿐 

     아니라 식품업계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퓨처플레이 창업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이 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창업가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농심 테크업플러스는 농심이 후원하고 퓨처플레이가 육성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공동 창업과정입니다.



농심의 기술역량과 사업 인프라, 그리고 퓨처플레이의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Top-Tier 수준의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NONGSHIM TechUP+ 농심 테크업플러스

퓨처플레이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

농심



사업 및

R&D 인프라



PROGRAM

1. 프로그램 기간



        2021년 2월 ~ 2021년 7월

3. 제공혜택



        •  사업화 지원금 1,500만 원

        •  초기 투자금

        •  퓨처플레이 파트너 컨설팅 

        •  비즈니스 멘토링: Co-Building

        •  온라인 창업교육: Future Lecture 101 

        •  맞춤형 문제해결 워크숍 (마케팅, R&D 등)

        •  창업공간 지원

        •  농심 사업협력 지원

        •  데모데이

        •  졸업심사

        •  수료식

        •  Alumni 관리

프로그램 소개

2. 모집대상



      •  초기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  퓨처플레이와 농심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원하며, 6개월 동안 지원사항을

          통해 빠른 성장을 도모해 보고 싶은 팀



지원혜택



SUPPORT BENEFITS

IP 개발
IP 전략 컨설팅, 


특허 및 상표 개발

사업화 지원
마케팅, 홍보

프로토타입 개발

제작 및 기타

1.   사업화 지원금 1,500만 원



            IP 부터 법률 지원 등 스타트업의 사업 성장을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누적금액 1,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혜택

법률 노무 세무



SUPPORT BENEFITS

2.    초기 투자금



            최종 선발팀 대상 초기 투자 진행 및 창업 자금 확보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졸업심사 통과 팀 대상 

            농심의 후속 투자 진행, 추가 자금 확보 가능

지원혜택

퓨처플레이 

최대 1억원 투자

초기 창업 투자금

농심 

최대 2억원 투자

추가 투자금

프로그램 참여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예비 창업팀은 법인 설립 이후)

시점  6개월 보육 후 졸업 시점

*졸업심사를 통과한 팀에 한하여 투자 진행

시점



•   담당 파트너가 각 창업팀 특화 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 전 과정 (팀빌딩, 제품기획, BM수립,   

     특허 개발, 투자전략 등) 전반 멘토링 및 협력 지원



•   글로벌 진출, R&D 등 사업 성장을 위한 

     전문 인프라 지원


SUPPORT BENEFITS

3. 퓨처플레이 파트너 컨설팅



            각 창업 팀별 담당 퓨처플레이 파트너 지정

            창업 및 경영 전반 멘토링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전문 인프라 및 네트워킹 제공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지원혜택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SUPPORT BENEFITS

4.    비즈니스 멘토링: Co-Building



            선발팀 별 전담 비즈니스 멘토 지정



            창업팀의 현재 상태 진단 후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

            육성기간 동안 담당 비즈니스 멘토의 체계적인  

            성장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혜택

•   창업팀별 사업 취약점 분석 후 개선을 위한 

     task-based 가이드라인 수립



•   정기 미팅, 중간 점검 등을 통해 마일스톤 

     점검 및 관리



•   데모데이 및 최종 졸업심사를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및 피칭 가이드

사업 진단 및 가이드



* 창업 및 exit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Real Experience 전수

SUPPORT BENEFITS

5.    온라인 창업교육: Future Lecture 101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실무 중심의 

            온라인 집중교육 제공



            강사: 퓨처플레이 파트너/심사역/스페셜리스트 

지원혜택



SUPPORT BENEFITS

6.    맞춤형 문제해결 워크숍



           사업 전반 다양한 주제 (마케팅, R&D, HR, 글로벌 진출, 제조 등) 

           전문가들의 실제경험 및 노하우를 창업팀에게 공유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



           강사: 각 분야별 전문가

지원혜택

*   분야별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실제 겪고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 도출 



*   분야별 전문가와 네트워킹 뿐 아니라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 

     인프라 활용 지원



*   식품업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농심 임직원 강사진 참여 가능



            보육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창업공간 지원 

            (서울 역삼동 TIPS타운) 

SUPPORT BENEFITS

8.   창업공간 지원7.    농심 사업 협력 지원



            •   각 창업팀별 농심 임직원 멘토 지정



            •   농심 주요 시설 견학 기회 제공



            •   각 창업팀별 사업 아이템 연관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간담회 및 공동사업 발굴 기회 제공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 생산, 마케팅 등 농심 사업 

                 인프라 이용 기회 부여

지원혜택

*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팀별 인원수 제한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종료 후 농심/투자자/미디어 대상 성과 발표



•   프로그램 중 개발한 기술 및 사업 모델 공개



•   모든 창업팀은 현장에서 실제 기술 시연(Live Demo) 진행

SUPPORT BENEFITS

9.    데모데이

지원혜택



SUPPORT BENEFITS 지원혜택

•   농심의 창업팀 대상 후속 투자 결정을 위한 투자심의로서 졸업심사 진행



•   데모데이 발표 및 시연까지 프로그램 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창업팀에 


     한해 졸업심사를 진행



•   농심은 졸업심사 통과 팀 대상 최대 2억 원 후속 투자 진행 


10.   졸업심사



SUPPORT BENEFITS 지원혜택

•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창업팀에서 수료증서 부여



•   수료식을 통해 수료증 전달 및 프로그램 관련자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11.  수료식



SUPPORT BENEFITS 지원혜택

12.   Alumni 관리

퓨처플레이 다른 피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Hands-on Support 제공

졸업심사 통과 창업팀 중 일부에 한해

TIPS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서버 지원퓨처플레이 주관 포트폴리오사

네트워킹 행사 초청

대외 홍보 지원

리쿠르팅 지원

후속 투자 유지 치원, 정기미팅, 멘토링 등

각종 포럼, CEO 모임, 공개 채용행사 등
AWS, IBM Softlayer, Google Cloud 등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 및 리뷰 등

Job Description 작성 가이드 및 리뷰, 

퓨처플레이 리쿠르팅 DB 대상 공개채용 배포 지원 등



모집요강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스타트업




APPLICATION GUIDELINE 모집요강

모집대상 모집분야

비대면 유통
로봇배송, 무인구매, 


플랫폼 등

홈코노미
가정간편식(HMR), 


일용소비재(FMCG), 렌탈, 
신선 및 소량배송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면역력 강화 제품 등

식품안전성
식품가공, 장기보존


대체 식재료/원료 개발

벨류체인
식자재 및 제품 생산/포장/

보관/물류 관련 신기술 

및 서비스

•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식품 분야를 혁신하고 싶은 

     기술 스타트업



•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 기술 및 서비스



서류합격자 발표서류 접수 1차 발표평가 2차 발표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2.04(금) 

오후 23시 59분까지

2020.12.11(금) 2020.12.16(수) – 

2020.12.18(금) 

2020.1.4(월) – 

2020.1.6(수) 

2020.1.20(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APPLICATION SCHEDULE



사업 계획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https://www.ns-techupplus3.com/

https://www.sequoiacap.com/grove/posts/6bzx/
writing-a-business-plan

APPLICATION PROCEDURE 지원절차

1

2

3 제출 버튼 클릭 후 서류접수 완료 화면 확인

•   PPT 형태로 작성하여 PDF 변환 후 파일 제출



•   Sequoia Capital 사업계획서 포맷 참고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Problem, Solution, Market, Product, 

     Business model, Team

지원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TIP

https://www.ns-techupplus3.com/
https://www.sequoiacap.com/grove/posts/6bzx/writing-a-business-plan
https://www.sequoiacap.com/grove/posts/6bzx/writing-a-business-plan


CONTACT

http://www.ns-techupplus3.com




foodtech_info@futureplay.co

문의

http://www.ns-techupplus3.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