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 06호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Scale-Up

최종선정 결과 공고
지원사업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2018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Scale-Up」 최종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주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 (재)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지원센터
협력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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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결과 (10팀)

성장지원 Scale-Up

◦ 이하 접수 번호 순
◦ 선정팀이 창업·성장 지원금 전달식(약정식)에 불참한 경우 선정 취소
연번 접수번호 분야
1 02-032 주거
복지
2 02-061 융합
3 02-064 도시
재생
4 02-100 도시
재생
5 02-124 도시
재생
6 02-144 주거
복지
7 02-154 도시
재생
8 02-157 도시
재생
9 02-171 도시
재생
10 02-172 도시
재생

프로젝트명
기업(법인)명
유디하우스 건축을 통한 소형공동주택 유 유니버설하우징
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프로토타입 개발 협동조합
㈜에이
소중한 우리집, 아트테리어하세요
컴퍼니
로컬벤처메이크
(주)안테나
Local Factory (지방공장)
지역재생 (공간비즈니스)
로컬워크샵
선순환 사회주택 프로젝트 '뚝딱'
지역 기반의
식자재 유통 공간 만들기
지역 재생을 위한 공유공간 기반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모델 구축
마을여행 소셜마켓
주민참여 정원(공원)조성과 사회적
경제를 기반한 일자리창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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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방
주식회사
로컬스티치
주식회사
최고의환한미소
빌드 주식회사
㈜선랩
건축사사무소
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 틔움
㈜플라워앤
가든인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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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정 결과 (3팀)

성장지원 Scale-Up

◦ 최종선정 팀이 약정 3개월 이내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 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예비 선정팀 1순위부터 추가 선정
연번 접수번호 분야
프로젝트명
기업(법인)명
지방 소도시 생활기반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블랭크
1 02-158 도시
재생 공실유통 플랫폼 blankers 개발 건축사사무소
부산 커뮤니티 공유공간
주식회사
2 02-147 도시
재생 플랫폼 사업
공유를위한창조
민관협력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사회적협동조합
3 02-022 주거
복지 '여.우.터' (여기가우리터전)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3

창업·성장 지원금 전달식 안내

□일
□장

성장지원 Scale-Up

시 : 2018. 8. 21(화) 13:00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1층 남강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 상 : 최종선정 10팀 (*대표 포함 최대 2인)
□ 프로그램 : ㅇ 오리엔테이션
ㅇ 창업·성장 지원금 전달식
ㅇ 지원사업 소개 및 교부신청 안내
□ 문의 : (재)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지원센터
ㅇ 주 소 (52716)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69 8층 주거복지재단
ㅇ 전 화 055)757-8550~3 | 팩 스 055)757-8554
ㅇ 이 메 일 lhse2015@hanmail.net
ㅇ 홈페이지 lhs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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