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얼리 시제품제작 지원사업」공고
주얼리 소공인 및 디자이너 역량 강화를 위해 아이디어와 제품 컨셉은 갖고
있지만, 시제품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디자이너 및 주얼리업체에게 3D프린터의
다양한 활용 기회와 제품제작의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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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사 업 명) 2019 주얼리 시제품 제작(3D프린터 활용) 지원
☐ (사업목적)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딩을 위해 소공인 및
디자이너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3D 캐드(라이노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얼리 디자인
모델링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주얼리 소상공인 업체
☐ (공고 및 접수) 2019. 5. 7(화) ~ 5. 20(월) 18시 까지
☐ (선

정) 2019. 5. 24(금) 홈페이지 공고

☐ (주요내용)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內 구비된 3D프린터를 이용한
출력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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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1) 선정업체 지원사항
구분
지원자격
사업기간

(1차) 3D프린터 출력지원

(2차) 시제품제작비용 지원

서울시 소재 주얼리 업체 40개사

1차 선정업체 중 대면평가를 통해

(캐드 프로그램 활용 가능)

2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

선정 이후~ 예산소진시 까지

10월 21일(월) ~ 12월 31일(화)

① 3D프린터 활용 사전교육(의무)

지원내용

② 3D프린터 출력지원 5회
③ 공공 라이노 캐드파일 DB 제공

결과물
제출

① 3D프린터 출력 이미지
- 최소 단품 5개 이상 출력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1,100,000원(부가세 포함)

제작된 시제품 이미지
(단품 3개 이상)

2) 개별 출력지원
구분

개별 출력지원

지원자격
사업기간
지원내용

주얼리 세공인, 관련 전공자, 종로3가 주얼리 종사자 등
7월 ~ 예산 소진시 까지(최대 2회 가능)
매월 1, 3번째 목요일 선착순 예약에 한해 3D프린터 이용 가능(방문접수)

☐ 세부지원 사항
① 3D프린터 활용 교육(의무)
- 주얼리 3D프린터기의 사용방법, 서포트 프로그램 활용 등
② 주얼리 3D프린터 출력
- 모델명 : MIICREAFT M80, CARIMA IM2
- 주요내용 : 총 5회 출력가능 (개수 제한 없음)
※ 모델링, 서포트작업, 출력, 경화 등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함.
모 델 명

MIICRAFT M80

CARIMA IM2

Building Size

80x45x120

96x54x130

XY Resolution

41.5㎛

50㎛

LAYER Thickness
소프트웨어

5~200㎛
미스틱

25,50,100㎛
매직스, 캐리마 슬라이서

3D프린터 확장명

stl

stl

③ 공공 라이노 캐드파일 DB 제공
- 주얼리 캐드 기본파일 1,000여개 제공 (별도 홈페이지 제공)
※ 2019년 10월 이후 전체공개 예정

④ 2차 후속지원(대면평가 후 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1,100,000원(VAT 포함)
지원가능

• 주물, 원본, 고무몰딩, 기타공임(조각, 도금, 레이져땜, 각인 등) 등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불가

• 환금성이 있는 원자재(금, 다이아몬드, 은 등) 구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입 비용(CAD, 포토샵, 일러스트, 노트북 등)

※ 선정업체에서 개별 제작 수행하며, 제작업체(공장)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에서만 진행 가능(추후 안내)

※ 결과물 제출 세부사항
(1차)3D프린터 출력지원

3D프린터 출력물 JPG 이미지(최소 5점 이상)

(2차)시제품제작비용 지원

작업 완료된 시제품 제품당 사진파일 300dpi이상(JPG)
3컷 제출(정면, 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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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방 법

☐ 제출 방법 (E-mail로만 신청가능)
- E-mail : sjc@seouljewelry.or.kr
1) 제출 서류
① [서식1] 2019 주얼리 시제품제작지원 신청서 1부.
② [서식2] 2019 주얼리 시제품제작 세부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회사 소개서
⑤ [서식3] 2019 주얼리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확인동의서 1부.
⑥ [서식4] 공공 디자인(주얼리) 저작권 활용 동의서 1부.
2) 우대(가점)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업체
‧ 서울어워드 인증서 제출 업체(최대 1개)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업체
‧ 지식재산권 관련 증명서류 제출 업체(최대 1개)

☐ 문의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산업지원팀 (02-764-9051 내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