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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생각에 기술을 입히다!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Hwaseong Small Manufacturer Complex Center



2022. 09. 센터 개관식

2022. 05. 장비 검수

2022. 03. 장비 입고 (18종 20기)

2021. 10. 교육사업 개시 (CAD 및 3D프린팅 교육)

2021. 07. 수탁기관 협약(화성상공회의소)

2021. 05. ~ 10.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62 위치) 

2020. 09.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추진 협약

2020. 06.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기관으로 화성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연혁

History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2, C24~C31)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현장중심 공정혁신 기업역량 강화 고객가치 증진

핵심가치

경영 및 전략목표

전문기술인력양성 제조혁신기반구축 혁신역량별 맞춤화지원 사업 성과 확산

01 02 03 04

아이디어 제품화

- 아이디어를 설계  
- 시제품 제작 
- 전시·홍보

공동개발지원

-  유사 사업 분야별  
이업종간 협업 조직화

- 기술 아이디어 공동 개발

청년소공인 육성발굴

-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전문인력 육성
- 2세대 가업승계자 기업 지원
- 청년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주요사업 및 전략과제

One-Stop 지원서비스 소공인간 협업모델발굴 청년소공인캠프

뿌리산업 육성 및 소공인 자생력 강화

VISION



설계(CAD)프로그램 실무교육
교육내용 | 금형·기계부품 설계이론, S/W 프로그램 실습
교육시간 | 15일차 4시간 (총60시간) 2회(3월, 9월) 운영
교육장소 |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교육장
교육명수 | 회차별 15명 이상

가공(CAM)프로그램 실무교육
교육내용 | 머시닝센터, CNC선반 등 가공장비 이론 및 실습
교육시간 | 15일차 4시간 (총60시간) 2회(5월, 10월) 운영
교육장소 |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교육장
교육명수 | 회차별 15명 이상

3D프린팅 실무교육
교육내용 |  3D 프린팅 기술 적용, 디자인 역량 학습 및  

프린팅 실습 병행을 통해 실무 적용
교육시간 | 15일차 4시간 (총60시간) 1회(9월) 운영
교육장소 |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교육장
교육명수 | 15명 이상

설비운영 맞춤형 교육
교육내용 | 가공설비 전문분야 및 전공정, 후공정의 가공설비 운영 교육
교육시간 | 15일차 4시간 (총60시간) 2회(하반기 연 2회) 운영
교육장소 |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교육장
교육명수 | 회차별 15명 이상

우수개발품 전시·홍보
사업내용 | 센터 내 오프라인 전시장을 활용한 소공인 제품 및 업체 홍보 
사업기간 | 1월~12월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전시장소 |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내 전시장
지원사항 | 홍보패널 제작 외 전시에 필요한 비품 일부 지원

정부공모사업 참여지원
사업내용 | 각종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컨설팅 제공
사업기간 | 1월~12월
지원사항 | 5개사 내외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일(총 22시간) 컨설팅 비용 지원

One-Stop지원사업
사업내용 |  설계 및 디자인 지원을 통한 시제품 개발 및  

이업종간의 기술교류, 전시홍보까지 일괄지원
사업기간 |  연중 1회 운영
지원사항 |  제품 개발비 및 입주지원실 지원

청년소공인 육성 캠프
사업내용 |  집적지특성을 고려한 미래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습을 통한 엔지니어 교육 지원 
사업기간 |  연중 1회 운영
지원사항 |  교육비 무료,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예비소공인 창업지원 사업
사업목표 |  소공인 업종전환 및 창업, 사업화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지원
사업기간 |  연중 1회 운영
지원사항 |  교육비 무료,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입주지원실 대관
사업내용 |  예비창업자 및 협업형 공동 사무공간 지원
사업기간 |  홈페이지 모집 공고 참고
지원사항 |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지원       
제공목록 |  사무 가구 (최대 4인), 회의용 책상 및 의자(최대 4인), Wifi

포토스튜디오 운영
사업내용 |  포토스튜디오 운영 지원
사업기간 | 상시 일자별 선착순 모집 
※ 이용시간 09:00~18:00 (토,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지원사항 |  스튜디오, 상품촬영장비
이용방법 |  예약 후 정해진 사용 시간에 예약자 본인 확인 후 이용

비즈니스라운지

소공인 교류 활성화 장소로 누구나 이용 가능

체험실 
AR체험
(3축 MCT, CNC선반 가상기계 체험 및 교육)

01
교육

사업

04
기술지원 
사업

05
인력개발 
사업

06
기업지원

사업

02
마케팅·홍보 
사업

03 
역량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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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톤 전동식사출기(TE280 G5) | 우진플라임 
고사양의 AC서보모터로 뛰어난 사출 속도로 
빠른 응답성 및 높은 정밀성을 보장

주요사양 
01 최대사출속도 : 150mm/s 
02 최대사출압력 : 1,585㎏/㎠ 
03 타이바 간격 : 670×670(mm) 
04 스크류 회전수 : 300rpm

170톤 전동식사출기(TE170 G5) | 우진플라임 
고사양의 AC서보모터로 뛰어난 사출 속도로 
빠른 응답성 및 높은 정밀성을 보장

주요사양 
01 최대사출속도 : 175mm/s 
02 최대사출압력 : 1,598㎏/㎠ 
03 타이바 간격 : 570×570(mm) 
04 스크류 회전수 : 375rpm

5축 머시닝센터(D2-5AX) | 화천 
동시5축이 가능하며 팔레트 체인저(AWC)를 통하여 
자동화 시스템 적용 가능

주요사양 
01 이송거리(X/Y/Z) : 650/500/500(mm) 
02 테이블크기 : Ø600 
03 최대공작물 무게 : 500kgf 
04 스핀들속도 : 20,000rpm 
05 NC System : Fanuc31i-B5

CNC선반(Hi-TECH230B MC) | 화천 
우수한 터닝 능력과 BMT(내장모터터렛)로 제공되는 밀링 기능에 의해  
다양한 공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CNC복합선반

주요사양 
01 최대가공물 : Ø400×340mm 
02 C축 로테이션, Y축 밀링가공 
03 Swing over bed크기 : Ø690 
04 Maximum turning diameter : Ø400

3축 머시닝센터(SIRIUS-UL+) | 화천 
정밀 가공에 특화된 수직형 미시닝센터

주요사양 
01 이송거리(X/Y/Z) : 1,050/600/550(mm) 
02 테이블크기(X/Y) : 1,200×600(mm) 
03 최대공작물 무게 : 800kgf 
04 스핀들속도 : 20,000rpm 
05 NC System : Fanuc31i-B

정밀가공 장비 정밀가공 장비

정밀가공 장비 정밀가공 장비



일반가공 장비류

절곡기(NCB 0630) | 국도기계 
이태리 ATOS사 시스템 채택으로 통조블럭과 프래필 블록으로  
구성하여 좌/우 통조 및 각도 작업에 정밀도 향상

주요사양 
01 용량 : 140 ton 
02 두께×작업길이 : 6×3,000(mm) 
03 밴딩 길이 : 3,060mm 
04 프레임 간격 : 2,600mm

와이어 방전가공기(α-C600iC) | 화낙 
iPules2에 의한 제어기술로 고속, 고정도,  
고품위의 가공 성능을 채택

주요사양 
01 X/Y 스트로크 : 600×400(mm) 
02 U/V 스트로크 : 200×200(mm) 
03 Z 스트로크 : 310(mm) 
04 사용가능 와이어경 : Ø0.1 ~ Ø0.3 
05 가공기능 : 공구강 등 전기가 통하는 재질

레이저 가공기(FS3015 Fiber) | HK 
고밀도의 레이저 빔을 이용해  
금속 소재를 재단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장비

주요사양 
01 최대작업크기 : 3,048mm×1,524mm 
02 최대동시 이송속도 : 140m/min 
03 최대절단 속도 : 28,000mm/min 
04 위치정밀도 : ±0.1mm/3,000mm 
05 절단 출력 : 4kW

소형정밀 4축 머시닝센터(G-AiD420) | 미르호
5㎛까지의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여 
정밀 부품 및 덴탈 크라운 가공 등에 사용되며 
컴팩트한 사이즈를 장점으로 연구실, 또는 학교에서의 
연구 및 실습용으로도 활용

주요사양 
01 장비크기 : 600×780×1,800(mm) 
02 테이블크기 : 100×100(mm) 
03 최대공작물무게 : 2kg 
04 스핀들속도 : 30,000RPM 
05 NC System : 오므론(화낙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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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가공 장비 정밀가공 장비

정밀가공 장비 일반가공 장비



3D프린터_FFF(NEO-A22C) | 큐비콘

2개의 롤러가 내장된 필라멘트 자동공급장치 채택과  
벨트 아이들러, 케이블 캐리어 장착으로 출력 안정성 강화

주요사양 
01 출력방식 : FFF 
02 출력재료 : PLA 
03 최대출력크기 : 150×150×150(mm) 
04 최대출력속도 : Max 150mm/sec 
05 적층두께 : 0.15 ~ 0.3mm(Min 0.1mm)

3D프린터_DLP(IMC) | 캐리마 
전기절연 및 경도에 강한 세라믹 소재를 채택하여 우주항공,  
바이오메디컬, 덴탈, 귀금속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주요사양 
01 출력방식 : DLP 
02 출력재료 : 세라믹수지 
03 최대출력크기 : 110×61×130(mm) 
04 최대출력속도 : 80mm/h 
05 적층두께 : 0.025 ~ 0.1mm(3단계 조정가능)

3D프린터_FFF(Composer A3) | Anisoprint
탄소섬유와 현무암 섬유를 활용한 CFC 
3D프린팅 기술 채택

주요사양 
01 출력방식 : Fiber(CFC) 
02 출력재료 : Carbon X (나일론+카본) 
03 최대출력크기 : 460×297×210(mm) 
04 최대출력속도 : 1mm/sec ~ 10mm/sec 
05 적층두께 : (CFC) 38 ~ 200 um

접촉식 3차원 측정기(SF87) | WENZEL
프로브가 3차원 공간을 이동하면서 물체의 표면을 접촉하여  
그 물체의 크기, 위치 방향 등을 검출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함으로써 3차원적인 크기나 위치 또는 방향 등을 측정

주요사양 
01 측정범위 : 800×700×700 (mm) 
02 Volumetric length measuring uncertainty : 3.5 + L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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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공 장비 일반가공 장비

일반가공 장비 정밀측정 장비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XO87) | WENZEL
프로브가 3차원 공간을 이동하면서 물체의 표면을 접촉하지 않고  
센서를 활용하여 각 측정 점의 공간 좌표를 검출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함으로써 3차원적인 크기나 위치 또는 방향 등을 측정

주요사양 
01 측정범위 : 800×1500×700(mm) 
02 Volumetric length measuring uncertainty : 1.69 + L / 350 

CNC조도형상측정기(W812RC) | JENOPTIK
제품의 고정밀 형상 및 표면 거칠기 데이터를 획득하여  
치수, 재질 등  설계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고 고객이 원하는  
설계, 디자인 및 품질검사에 활용

주요사양 
01 측정 길이 : X축 120mm 
02 수직컬럼 높이 : Z축 500mm 
03 진직도 : X축 0.4㎛

3D스캐너(Mscan2) | WENZEL
다양한 크기의 측정물의 굴곡 형상을 측정하여  
3차원 데이터를 구현

주요사양 
01 방식 : 핸드헬즈방식 
02 광원 : 22 blue laser line + 1 extra blue line 이동브릿지형 
03 스캔범위 : 355×375 (mm)

기구설계(Solidworks) | 3DS/다쏘시스템

2D설계 및 3D모델링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주요사양 
01 2D/3D모델링 파트 및 어셈블리의 설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생성 
02 설계자 중심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03 2D CAD, 3D Modeling, CAM등 원스톱 프로그래밍 가능

08 
혁신형 기계·장비 플랫폼 구축 | 18종 20기 보유

정밀측정 장비 정밀측정 장비

정밀측정 장비 3D 설계



화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사업

오시는 길

화성시 유일한 법정 기업지원 단체

대표번호 T 031-350-7900, F 031-350-7990, 홈페이지 : http://hwaseongcci.korcham.net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담당팀

조사/건의
대정부 건의 및 각종 조사

국제협력·통상현안, 금융·세제관련, 대북진출 및 투자, 유통·물류, 중소기업 경영애로

조사진흥팀
(350-7940~3)

지역경제동향, 지역경제정책, 지역산업경기, 지역업종동향, 경제지표조사, 산업단지애로
기업규제현안설명회 기업관련 신규 입법 및 현안 설명회·간담회

기업지원

기업정보 검색서비스 기업DB조사 업데이트를 통해 ‘온라인 기업정보 검색 서비스(www.hsinfo.or.kr)’ 제공
정부R&D지원사업 설명회 정부 R&D 기술개발 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20페이지 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국내특허 및 해외특허 등록비용 일부 지원
카탈로그 제작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 지원
검·교정 비용 지원 검·교정 비용 일부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전자입찰 정보서비스 제공 및 1:1 컨설팅/교육 지원
공공조달 물품 등록 컨설팅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해외입찰 벤더 등록 컨설팅 연방정부 조달시스템(SAM)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을 통한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방문 3회)
무료방문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방문 상담 지원 (14개 분야)
바이오 산업 지원 바이오 산업 GMP 교육비 일부 지원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보험료 일부 지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위험성 개선 컨설팅 지원

안전관리 밀착지도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수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취득 컨설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휴먼
네트워크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도지사 및 시장,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신년인사회 개최 (지역 경제인 교류의 장)

화성경제인포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전에 유관기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 명사를 초청하여 
경영·경제·인문·리더십·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 및 조찬 제공 교육사업팀

(350-7930~4)
차세대경영자포럼 안정적인 경영승계 및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발굴·육성을 위해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정보 교류 지원

지속가능경영실무위원회 관내 선도 우수회원사의 인사총무부서장 간 정보교류 및 유관기관 간담 실시

회원지원팀
(350-7922~8)

신규회원업체 간담회 신규회원업체를 초청하여 상의지원사업 안내 및 회원증 전달, 상호교류의 시간
각종 포상 추천 각종 포상 추천 및 상공의 날 대정부 포상 추천, 상공회의소회장 표창 및 유관기관장 표창

회원친선골프대회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교류의 장 마련

기업인협의회 지원
읍·면·동 기업인 협의회 및 특성화 기업인협의회(화성경제인회, 산악회, 여성기업인, 산업단지별 협의회 등)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회원업체 행사지원 회원업체 각종행사 및 경ㆍ조사 지원 

교육사업

고용보험 환급교육 회원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교육사업팀
(350-7930~4)

비환급교육 계층별, 분야별, 시기별 기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개최하여 회원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지속가능경영 트렌드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경영 및 기술 트렌드 교육을 분야별로 지원, 관내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기관협력교육 기업체 안전보건교육,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체에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무료교육(방문/온라인) 회원기업 법정의무교육 등 무료로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실시, 코로나시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화성상공회의소 인문학습원 관내 기업인의 인문적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공, 건전한 기업문화 창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역 B2B거래 활성화 유도

수출지원
무역인증
회원증명

무역인증
무역인증(C/O, 한아세안 FTA,  한중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등) 
회원 무료발급  ※ 비회원 수수료 : 일반C/O 및 무역증명 (1건 9,000원)  통상전략팀

(350-7921)
서명등록 회원 무료발급 (※ 비회원 수수료 : 1년 55,000원)

수출업무컨설팅지원 수출전문가의 수출업무 컨설팅 상시지원

통상전략팀
(350-7950~5)

어서와, 화성은 처음이지 주한 외국 기업인과 대사관 관계자 초청, 회원사 기업투어 및 매칭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지원 해외 타깃시장 리포트 및 신규 바이어 정보 제공
해외무역사절단 및 산업시찰단 파견지원 잠재바이어 발굴로 현지 1:1매칭 수출상담회 및 산업시찰 지원

무역 컨설팅 및 통번역 수출컨설팅, 무역거래 및 각종 무역컨설팅 지원
해외세일즈제작지원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지원

화성시수출업무
지원센터

(8059-6401~3, 
0054)

유튜브영상물제작지원 외국어로 된 유튜브 광고영상 제작비 일부지원
글로벌SNS마케팅지원 페이스북, 링크드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외국어 통번역지원 통번역 협력사를 통한 전문 통번역 비용 일부지원

해외키워드검색광고지원 구글검색광고를 통한 기술 및 제품 온라인 광고지원
온/오프라인 시장개척단 주요 타깃지역의 바이어 발굴 및 1:1상담 매칭주선
온/오프라인 국제전시회 해외 유망전시회 부스참가 비용 및 파견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해상, 항공, 특송 등 해외수출에 수반된 물류비 일부 지원
국제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일부 지원

인력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대상 근속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 지원 (2년형 : 1,20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기업부담금 발생)

공공사업팀
(350-7900, 내선4)

고용노동부 
청년도약일자리 지원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채용 시 채용장려금 80만원 * 12개월 지원
(단, 고졸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6개월 미만이어도 포함)

중소벤처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대상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만15세~34세이하)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5년형 : 3,000만원, 기업 부담금 발생) 

화성시 청년고용지원사업 화성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6개월 300만원)
화성시 신중년고용지원사업 화성시 거주 신중년(만45세 이상~만6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 (6개월 360만원)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만60세 이상 시니어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3개월 이상 고용유지, 40만원 * 6개월)

국가기술 자격검정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무역영어, 비서, 전산회계운용사, 상공회의소 한자 등 정기검정 및 상설검정 시행,  
장소 : 화성상공회의소 상설검정장 (화성시 진안동 소재) 

화성시일자리센터 구인 기업체에 구직자 알선 및 취업지원 (채용행사 및 유관기관 사업 연계 등)
화성시일자리센터
(5189-4211~4)

지하철역

오목천역  수인분당   |  3번 출구 도보 15분

버스정류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02932)  |  142m

일반 1000, H120A, H65

직행 7790

양지마을쌍용
예가아파트

삼미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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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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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천지하차도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462    TEL 031-296-7900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462

T 031-296-7900   F 031-296-7909   www.hssmc.or.kr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친구추가 할 수 있습니다.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검색하세요.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궁금하다면?

지금 홈페이지로 접속!

www.hssm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