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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어떤 분야의 제조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도면을 업로드하고
필요한 제조 서비스 견적을 신청해보세요.

플라스틱 금형제작 및 사출
CNC가공/선반, 밀링, 절곡
제품디자인/기구설계
3D프린팅/시제품제작
고무/실리콘 금형 및 생산

Why IDEAAUDITION?

아이디어오디션만의 온라인 제조 서비스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기업 1차벤더 제조사와 제조를

개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분야 제조

아이디어오디션을 통해서라면 업력 30년 이상,

양산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부터, 완제품 포장/조립에 이르기까지

ISO9001 인증제조사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파나소닉,

개별 부품을 생산할 수 도 있고, 완제품으로 ODM,OEM도 가능합니다.

혼다, 포르쉐에 납품한 대기업 1차벤더 제조공장과

제조사 선정 및 제조 라인 구축은 플랫폼에 맡겨주세요!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가능하다! 국내 최저가 제조견적

폭 넓은 국내 제조사 네트워크

아이디어오디션은 연간 60~100건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대기업 1차 벤더부터 성수동 장인까지 폭 넓은 국내 제조사

한 명의 고객은 발주 규모가 작지만, 모이면 큰 규모의 일거리가

700개 이상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제품,

됩니다. 제조공장은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받고,

예산 등요구사항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사는 동일조건기준 국내최저견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ortfolio

신규거래 비중 62%, 재구매 거래 비중 32%

2020년 제조프로젝트 계약 71건, 계약금액 21억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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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01
삼성전자 1차벤더 국내 제조업체,
양산을 위한 기구설계!
삼성전자(주) 1차 협력사 지정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지정,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1차 협력사 지정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벤처기업 등

02

Advantages

꾸준히 성장중인
제품디자인 전문업체
아이디어오디션과 2017년부터 파트너쉽 진행, 신뢰성 있는 업체
양산의뢰시
양산팔로업가능

대기업1차
벤더급 제조사

생활용품 및
전자제품 전문

디자인, 기구설계
회로개발, 시제품제작
턴키 가능

전자제품, 의료기기, 패키지디자인, 디오라마 등
양산제품 디자인 다수

Service

3D프린팅
/시제품제작

01
20년 이상 업력의
시제품제작 전문업체
CES 2018,2019 출품 시제품제작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 세라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 스타트업 다수

02

Advantages

신생업체지만 우수한 대응능력
시제품제작 전문업체
MCT(머시닝)가공, 시제품제작/목업, 지그제작
서울·인천지역
제조사 네트워크

빠른 납기
가능

동일조건
최저가 보장

정밀 부품 가공

Service

플라스틱
금형제작 및 사출

01
일본의 파나소닉, 포르쉐에 금형을 납품한
국내 금형업체
평균경력 10년~15년 이상 근로자 80%
ISO9001 인증 보유, ISO14001 인증 보유
주요 고객사: 파나소닉, 혼다, 포르쉐 및 국내 전자제품업체

02

Advantages

사출 금형 2주 제작 가능!
LG전자 1차 벤더 국내 금형업체
평균경력 15년 이상 근로자 60%
ISO 9001 인증
제조업체

아이디어오디션
납품 전 품질검사

사출금형
급행 가능(2주)

금형제작 전
설계검토서 송부

ISO9001 인증 보유
주요 고객사: LG전자, 나라엠앤디(주), 신성델타테크(주)

Service

고무/실리콘
금형 및 생산

01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동일조건 기준
국내 최저가로 가능
아이디어오디션과 양산계약시 샘플 금형 무료제작
주요고객사: 비비고, 효성 등

[주요생산품]

Advantages

양산 계약시
샘플금형 무료제작

아이디어오디션
납품 전 품질검사

MOQ 300개
이상

동일 조건
최저가 보장

Service

CNC 가공
(선반, 밀링, 절곡)

01
초고속 가공 기계 완비!
품질력도 보장 국내 가공 업체
NC가공기 35대 보유
ISO9001인증 보유, ISO14001인증 보유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휴대폰), LG전자 2차 벤더

02

Advantages

산업용 부품부터
일반 제품 부품 가공까지 가능
머시닝기계, CNC 범용, 밀링 기계 보유
서울·인천지역
제조사 네트워크

빠른 납기
가능

MOQ 1개
이상

플라스틱, SUS, 구리, 청동, 알루미늄 소재 무관. 다양한 소재 가능
주요 고객사 : 두산중공업

History

2013~
2017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마젤란기술투자 투자유치
아이디어오디션 플랫폼 런칭,
중소기업청 주관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운영사 협약 체결

2018~
2020

2018 플랫폼 리뉴얼 오픈

서울산업진흥원, 아이디어오디션, 카카오메이커스

2021

2021 공동제조 솔루션 런칭

창업진흥원 실전창업교육 아이디어제품 분야 사업자 선정

, 오마이컴퍼니, 텀블벅 다자간 협약 체결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자 선정

(중소기업 시장성검증 및 판로연계 R&D 지원)

서울창업허브 허브파트너스 선정

2013년 BI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창업허브 허브파트너스 선정

서울대학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현대홈쇼핑과 계약체결

창업진흥원 2018넌 창업도약패키지 제조사 매칭 프로그램

SNU 기술창업자를 위한 아이디어제품화 교육 협약

KBS파노라마 “플랫폼의 혁명”

운영사 선정(’18.10~’19.05)

창업진흥원 우수창업자 판로지원사업 체결
UTC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마젤란기술투자 투자유치

2019 서울창업허브 허브파트너스 선정

실시간 예상견적조회 서비스 런칭

LG전자 계약체결 (신상품 개발사업
2016년 BI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운영기관(1차, 2차)
창업잔흥원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지정업체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 전문제조사 매칭지원사업 운영기관
텐그릴 현대홈쇼핑 런칭
UTC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2020 인천테크노파크 민간 제조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온라인 제조플랫폼
서비스 지원사업 전문기업
MBC 다큐프라임 ‘디자인, 제조혁신을 품다’ (’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