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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아이디어오디션은
데이터 기반의 제조사 입니다.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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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오디션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제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데이터과학을 토대로 고객과 제조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를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제조,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갑니다.



일거리 제공

기술 ·제품납품완제품남품

개발 ·제조대금고객사
(스타트업/엔지니어 중소기업/대기업)

신제품 개발의뢰

OEM/ODM 발주

아이디어오디션

R&D 대행
완제품 제조·납품

[부분 R&D/생산]
디자인, 기구설계, 회로양산

금형, 사출, 프레스, 다이캐스팅
실리콘, 고무, 조립

개발사·제조사

개발사 ·제조사의
가격데이터/기술데이터 보유

데이터 기반의 제조사 로서 개발사 ·제조사의 가격데이터와 기술데이터를 통해
공장 하나 없이 연간 수백만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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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건의 개발제조 분야를 살펴보면, 생활리빙 제품 27건,

 IOT/전자 제품 23건,  스포츠/자동차 제품 15건, 이미용기기

제품 11건, 의료기기 제품 11건, 유아용품 제품 5건, 

반려동물 제품 4건,기능성 제품 6건, 기타제품 12건이다. 

카테고리별 개발제조 건수생활/리빙 

IT/IoT/전자

스포츠/자동차

이/미용기기

의료기기

반려동물

유아용품

기능성제품

기타

27

23
15

11
11
5
4

6
12

아이디어오디션 파트너 업체는 전문 자격증 및 기술 등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전문 PM들이 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견적 및 기술 데이터를 등록 해야한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가입된 파트너사는 작은 주문부터  납기, 품질, 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표에 의해 데이터를 쌓게 되고,  알고리즘은

쌓인 데이터를 통해 더욱 고난도 프로젝트와 매칭 해준다.

파트너 보유현황

네트워크
339업체

금형/사출
양산업체

유통
대기업

기구설계
회로 개발

디자인
전문업체

S/W
시각디자인

시제품제작
3D프린트

49

41

38 137

7

67

국내 1위 데이터 기반의 제조사

아이디어오디션 2019

“4일에 1계약 ”
2019년 개발제조 프로젝트 계약건수

4일에 1건씩 개발제조 계약이 체결됐으며,

최근 2년 동안 180건의 프로젝트 진행

(최근 2개년 개발제조 프로젝트 계약건수 데이터 기준)

2019년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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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소매치기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가 조절되는 손목 스트랩

성 과

디자인/기구설계/시제품제작/금형/부품수급

전과정 아이디어오디션 제조라인업 이용

MOQ 1,000대 생산, 텀블벅 펀딩 123% 달성

의뢰 범위 개발·생산 의뢰OEM ODM

제조 라인업
디자인/시제품제작            [디팩토*]
기구설계수정/시제품제작      [큐리*]
금형및부품생산                    [큐리*]

소매치기 도난방지 길이조절 스트랩

Portfolio _ 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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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디자인/기구설계/시제품제작/금형/부품수급

전과정 아이디어오디션 제조라인업 이용

총 11개 부품 MOQ 1,500 SET 생산

의뢰 범위 개발·생산 의뢰OEM ODM

제조 라인업
디자인/시제품제작            [한*디*]
기구설계수정/시제품제작   [알싸인*]
금형및부품생산                    [팡미*]

비상시 차량용 안전 삼각대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삼각대 홀더

차량용 안전 삼각대 홀더 ‘온카’

⑪

④

⑤

⑥

⑥

⑦
⑧

⑨

⑩

③

① ②



Portfolio _ 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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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랩을 3초 만에 벗기는 방법으로 화제가 된 3초 짜장면 스티커

의뢰 범위 개발·생산 의뢰OEM ODM

제조 라인업
디자인                  [아이디어오디션]
샘플제작 및 생산                 [태*산*]

3초 짜장면 스티커

성 과                         배달의 민족     10만 장 구매

                        G마켓 ‘G배달’ 20만 장 구매

“JTBC등 25건 언론 미디어 보도, 유튜브 영상 조회 수 223만 회”

의뢰 범위 개발·생산 의뢰OEM ODM

제조 라인업 [* 디자인]  

성 과

전국 급식소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쿠쿠 30인용 내솥 실리콘 덮개 개발 및 생산

국물이 새지 않는 내솥 실리콘 덮개

위탁급식업체로 전국에 급식소 운영

MOQ 1,000개,

2020년 안으로 5,000개 생산예정



Portfolio _ OEM.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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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고 날씨 알림으로 출근을 돕는 귀여운 알람

전장파트 부품납품부터 PCB생산, SMT, QC

MOQ 400 SET 납품
성 과

의뢰 범위 전장 부품 수급, PCB생산, SMTOEM ODM

제조 라인업 [디*털드*]

씻겨야 꺼지는 IoT 알람 ‘MOGG’
미세먼지와 연기, 냄새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세로로 굽는

전기그릴 ‘텐그릴’ 제품입니다.

성 과

의뢰 범위 디자인 및 기구설계OEM ODM

제조 라인업 [플러스**]

세로로 굽는 전기그릴 ‘텐그릴’

“현대홈쇼핑 생방송 단독 런칭”
레드,블랙 색상 판매 매진 약 9천만원 매출 달성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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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서울산업진흥원, 아이디어오디션, 카카오메이커스, 오마이컴퍼니,
텀블벅 다자간 협약 체결 “중소기업 시장성 검증 및 판로 연계 R&D 지원”

2014 ~ 2017 창업기업 제품 생방송 런칭 6건

2014.05 현대홈쇼핑 계약 체결 “아이디어 제품 공동 연구 개발 및 판로지원”

2010.10 삼성디지털프라자 마케팅 팀과 협업 “스타트업 제품 오프라인 전시/판매”

인천테크노파크가 DB 구축 전문업체를 통해 인천 11개 산단 내 제조기업을
직접 방문하고,업체들의 장비 및 기술 등 수행능력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300곳에 대한 DB를 우선 구축한 뒤 2021년 까지 1,000개 기업으로 확대 목표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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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03. G마켓 계약체결

05. 한남대학교 MOU체결

06. 2016년 BI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06. 청소년 비즈쿨 400개 초중고 청소년 아이디어오디션 계약

07.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지정업체(창업진흥원)

02. 플랫폼 리뉴얼 오픈

02. 서울산업진흥원, 아이디어오디션

     카카오메이커스, 오마이컴퍼니

     텀블벅 다자간 협약 체결

06. 서울창업허브 허브파트너스  선정

10. 2018넌 창업도양패키지 제조사

     매칭 프로그램 아이디어오어디션 선정

2018201620142012

201720152013 2019

05. 현대홈쇼핑과 계약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실무 협약서 체결을

     통해 도출된 신기술 및 아이디어 제품 발굴 지원

09. KBS파노라마 “플랫폼의 혁명”

12. 창업진흥원 우수창업자 판로지원사업 체결

04. 2017년 아이디어오디션 제조사 매칭데이 진행

06.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 전문제조사 매칭지원사업 운영기관

07. 텐그릴 현대홈쇼핑 런칭

     강의쇼 청산유수 “성공하는 아이디어 창업가이드”

12. UTC인베스트먼트 후속 투자 유치

03. UTC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

04. 마젤란 기술투자 유치

09. 개발전문가 매칭서비스 베타 런칭

11. 주문생산 서비스 베타 런칭

12. LG전자 계약체결 (신상품 개발사업)

03. 마젤란 기술 투자 유치

07. 아이디어오디션 플랫폼 런칭

중소기업청 주관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운영사 협약 체결

07. BI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10. 삼성디지털프라자 마케팅 팀과 협업

   “스타트업 제품 오프라인 전시/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