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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를 돕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제품 제작 및 개발로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BUSINESS

3D프린터 - 3D설계 - 목업 - 아이디어상품 - 제품디자인

" 제작에 최적화된 제품개발 전문회사 " 

포디믹스는 제품의 사용성, 기능성, 생산성, 스타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포디믹스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3D프린팅 전문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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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창업생태계조성사업’ 수료

포디믹스 사업자 등록
(3D프린팅 조형물 제작사업)

청년기업부문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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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인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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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산업다지인전문회사 인증

우수기술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연구소기업 인증

CERTIFICATION



CUSTOMER



레이어 : 0.025mm(최소), 0.1mm(기본)

최대크기 : 335x200x300(1대) , 125x125x165(1대)

평균 오차 값 : 0.15±

레이어 : 0.025mm(최소), 0.1mm(기본)

최대크기 : 345x194x400(3대) , 276x155x400(1대)

평균 오차 값 : 0.2±

FOLM3L - MSLA Formlabs - SLA DLP

Cubicon - FDM Creality - FDM

EQUIPMENT

활용분야 : 정밀부품, 지그, 기계부품 등 대형

강성 : 표면품질 우수, 낮은 오차값, 수월한 가공, 투명출력

활용분야 : 주얼리, 피규어, 형상목업

강성 : 표면품질 우수, 수월한 가공, 빠른 출력

활용분야 : 단순목업, 형상확인, 테스트 등 대형

강성 : 다양한 소재, 플렉시블, 빠른 출력, 저렴한 가격



EQUIPMENT

포디믹스는 LFS, SLA, FDM 방식 등 0.001mm의 오차인 정밀한 산업형 프린팅부터

대형 프린팅까지 아울러 제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재인 플라스틱(ABS, PLA) 뿐만 아니라 플렉서블(TPU, TPE), Nylon, Carbon, Wood, PC, PET, PE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이 가능한 것이 포디믹스만의 차별성입니다.

�

LSLA

레이어 :  0.1mm(기본)

최대크기 : 650x600x400

평균 오차 값 : 0.15±

CNC 레이터커팅

활용분야 : 복잡한 구조, 기이학적 구조,  내부가 빈 형태, 정밀부품, 기계부품

강성 : 낮은 오차율, 우수한 출력표면 상태, 복합적인 소재, 수용해성 서포터

MJP iSLA



MATERIAL

색상 : 화이트, 블랙, 클리어

ABS LIKE 소재, 수월한 가공, 낮은 오차율

낮은 오차율, 강한 내구성, 내마모성

스탠다드 레진

광학적 투명도가 필요한 부품

유체 공학 및 금형 제작

광학 및 조명

최고 품질의 산출물을 제공하도록 맞춤 제작된 스탠다드 레진은

강도의 저하 없이 믿기 힘들 정도의 뛰어난 디테일을 표현합니다.

클리어는 광학적 투명도에 가깝게 연마되어 빛으로 작업하거나 내부 기능을 보여주는 데 이상적입니다.�

색상 : 화이트

듀라블

강력하고 견고한 프로토타입

변형을 최소화해야 하는 지그 및 고정주

ABS의 강도 및 강성 시뮬레이션

듀라블은 낮은 Modulus와 충격 강도를 가진 PP(polypropylene)와 유사한 소재입니다.

충격강도와 신장(elongation)이 높아, 높은 연신율이나

변형 및 내 충격성이 필요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참조 : www.lcorporation.co.kr



MATERIAL

마운트, 브라켓 등 얇은 두께의 파츠, 지그와 픽스처, 기어, 피크재질에 용이

굽히지 않는 하중을 견뎌야 하는 산업부품

우수한 내열성, 내화학성

색상 : 화이트

리지드

리지드는 유리로 보강되어 매우 단단하고 매끄러운 마감을 제공합니다.

내열성 부품에 용이

주조 및 열 성형과 같은 생산 프로세스 사용가능

고온의 공기, 가스, 액체가 닿는 부품, 욜저항 마운트, 하우징, 픽스쳐, 몰드 제작에 용이

색상 : 클리어

우수한 내열성, 낮은 오차율

하이템프

하이템프 레진은 열 변형 온도(HDT)가 238°C로 액체 레진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소재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성 부품을 제작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주조 및 열 성형과 같은 생산 프로세스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80°C 내열, 우수한 가공성

참조 : www.lcorporation.co.kr



MATERIAL

일반 PLA대비 신장율 약6배, 충격강도 2~3배정도 강하며, 색상이 다양하고 출력도 수월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단순출력, 출력 시 낮은 변형률, 안정적인 출력

수월한 표면가공, 80°C 내열

부드러운 소재, 우레탄, 실리콘, 고무 등 우수한 내구성

PLA+

수축율이 작으며 일반 ABS 대비 2배정도 충격강도에 강하며, 색상이 다양합니다.

ABS+

eLastic(경도 85A), eFlex(경도 87A), eTPU(경도 95A)

경도가 높을수록 더 딱딱한 필라멘트입니다. 

eTPU가 가장 딱딱하며, eLastic 및 eFlex필라멘트는 좀 더 물렁하여 신축성이 있습니다. 

플렉시블 소재 eLastic, eFlex, eTPU

참조 : plabs.co.kr



MATERIAL

높은 내 충격성, 고강성으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합니다.

강한 난연성 UL 94v-0등급의 난연 성능, 85% 이상의 광투과율로 높은 투명도를 유지합니다.

PC

수분 흡습이 없어 상온에 보관가능하며, 냄새가 적고 출력물이 단단하고 충격강도에 강합니다.

기계적 강도및 유동성이 높음

PETG

높은 내 충격성, 반열질, 반유연성으로 우수한 특성이 있으며,

높은 내약품성 덕분에 화학물질과 용제에 접촉하는 응용분야에 적합합니다.

PP

산업용 등급 소재로 우수한 물리적 특성이 있어 출력물을 산업용 부품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내마모성, 피로저항 및 자기윤활, 고온 및 내열성이 우수하고 화학 물질에 강함

PEEK

참조 : plabs.co.kr



ONE-STOP PROCESS

포디믹스는 설계부터 제작, 특허까지 진행해주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D프린팅

시제품제작

워킹목업제작

디오라마제작

3D설계

역설계

기구설계

PCB설계 및

제작

사출금형

특허출원 제품개발

비즈니스컨설팅

SERVICE



포디믹스는 좋은 품질의 출력와 다양한 분야의 경험에서 기반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포디믹스의 솔루션은 빠르고 정교한 시제품 제작, 모션이 이루어지는 워킹목업, PCB/펌웨어가 적용된 

전자제어기반 목업 등의 제작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특허 출원 및 사업, 마케팅 컨설팅 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상담 및 컨설팅 컨셉 및 방향성 수립

과업 진행수정 및 보완결과물 전달

WORK PROCESS

과업지시서 작성



PCB & 회로설계

PCB란 인쇄회로기판을 말합니다. PCB설계는 회로설계 단계에서 부품선정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기판에 장착되는

솔자의 크기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아트웍(ARTWORK)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능구현을 위해 프린트 기판에 레이아웃 작을 지징하는 말로

회로도, 기구도, 스펙시트 등을 참고하여 진행됩니다.

포디믹스는 회로설계, PCB Artwork, PCB 샘플제작, 펌웨어 개발을 시제품에 적용하여 
완성도 있는 제품을 한번에 제작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구설계

포디믹스는 디자인을 만족하면서 신뢰성 및 품질, 생산성, 생산 원가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금형 및 요소 가공기술 등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기구설계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해석(구조해석, 위상최적화, 진동해석, 최적설계, 비선형 접촉해석, 피로해석)을 통해 구조적, 기술적 사전 검토를 하며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솔루션 및 설계방안을 마련합니다.�



냉온도시락 모형제작

PORTFOLIO발명품



건조대 모형제작

PORTFOLIO디자인 샘플



공장플랜트 모형제작

PORTFOLIO건축



제트엔진 모형 제작

PORTFOLIO항공우주



지형 디오라마 제작

PORTFOLIO지형



캡틴아메리카 캐릭터 모형 제작

PORTFOLIO캐릭터



치아몰드, 손가락보조기, 링겔 거치대 몰드 & 금형제작

PORTFOLIO의료



무인자동차 모형 제작

PORTFOLIO운송



PORTFOLIO디자인설계

롱보드 설계

LONGBOARD



PORTFOLIO디자인설계

써큘레이터 설계

CIRCULATE



써큘레이터 설계

CIRCULATE

PORTFOLIO디자인설계



PORTFOLIO디자인설계

블루투스 스피커 설계

BLUETOOTH SPEAKER



PORTFOLIO디자인설계

스마트 화분 설계

SMART FLOWERPOT



PORTFOLIO디자인설계

음향 메모기기 설계

SOUND IT



THANK YOU.

ADDRESS

4dmixx@naver.com

0504-408-0788
042-524-0175

www.4dmixx.com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184번길 11-9,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