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provide the most effective solutions 
with passion and creativity



IT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더모모스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온 시간들, 국내 최고의 IT기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IT 리더까지, 

더모모스의 힘찬 약진을 계속됩니다.

THEMOMOS VALUE

더모모스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IT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창출합니다.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고객만족입니다.

더모모스의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성과를 제공합니다.

(주)더모모스 대표이사   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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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일반현황 특허 및 수상 인증 등 관련 보유현황

법  인  명 (상호) (주)더모모스

대  표  자 정  세  민

사  업  자  번  호 605-86-24010

홈  페  이  지 www.themomos.co.kr

S/W사업자 신고번호 B20-196251-001

신  고  일  자 2020년 9월 9일

설  립  연  월  일 2013년 10월 22일

자  본  금 100백만원

공 급 기 술 전 문 분 야 

기  업  현  황

솔루션(S/W)

■ SCR    ■ ERP    ■ APS    ■ MES    ■ FEMS

설비자동화(H/W)

■ 제어시스템  ■ 컨트롤러  ■ 식별시스템(RFID)

■ 센서

플랫폼, 지식 서비스

■ 클라우드  ■ IOT  ■ 빅테이터(AI)  ■ CPS  

■ 시스템통합  ■ 제조혁신 컨설팅 

주  소 (본사)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양동농공단지길 10

주  소 (부산 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12, 

상원빌딩 5층 (온천동)

프로그램 저작권 - 중·고등학교용 학사관리시스템 (INNO SCHOOL)

프로그램 저작권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가치업 (GACHIUP)

프로그램 저작권 - THEMOMOS NEXT M-VER.dev1.0

프로그램 저작권 - THEMOMOS NEXT M-VER.Hybrid-dev2.0

프로그램 저작권 - THEMOMOS NEXT M(MES)-VER3.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Extended MES) VER3.0

프로그램 저작권 - THEMOMOS NEXT M(CMMS)-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THEMOMOS NEXT M(TMS)-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THEMOMOS NEXT M(ERP Lite) 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THEMOMOS NEXT M(SMART HACCP)-VER2.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IO Master) 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FP) 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TMS) VER2.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QMS) 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MMS) 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ERP) VER1.0

프로그램 저작권 - NEXT M(FMES) VER1.0

상표등록증 - GACHIUP

상표등록증 - 더모모스

상표등록증 - TOOLRO

부산시 공유기업 지정 - 부산광역시

식품용 용기, 포장류 제조업 허가 - 밀양시

ISO9001 인증 획득

ISO27001 인증 획득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 - 기술보증기금

이노비즈(Inno-BIZ) 획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획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창업유공 표창 - 부산광역시장

청년창업활성화 표창 - 국회

청년기업인 표창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유공 표창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중기부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수행

청년창업사관학교 4기 졸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갈매기SW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청년창업지원 4기 수료 - (재)부산경제진흥원

그 외 다수

(2021 기준)

매출액(원)

종업원수(명)

2,169,195,394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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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연구개발서비스 인증 공장 등록증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ISO9001 : 2015 ISO 27001 : 2013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청년기업인 유공 표창 창업표창 – 국회의원 나성린 창업표창 - 부산시장

부산시 공유기업 지정

창업표창 - CEO협회장

뿌리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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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수상 인증 등 보유현황 

저작권 현황

그외 다수

NEXT-M MES NEXT-M ERP NEXT-M IO MASTER NEXT-M Smart HACCP

NEXT-M TMS NEXT-M MMS NEXT-M QMS NEXT-M WMS

NEXT-M FEMS

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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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사업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고객사의 시장 목표와 고객의 수요에 맞는

R&D, IoT 장비, S/W를 개발합니다.

Manufacturing
플라스틱 진공성형 제조로 

귀사가 원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조, 공급합니다.

Distribution

새로운 시장과 고객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Design & Marketing

귀사의 서비스와 제품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SMART FACTORY

MES, ERP, 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귀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GACHIUP(Crowdfunding, On-Demand)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제품의 가치를 알리고

시장성을 확인합니다.

ToolRo

외주가공 아웃소싱 플랫폼으로

귀사와 함께 성장할 협력사를 소개합니다.

SMART FARM

농업에 ICT를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 실적

MES(POP) 창호, 문 외 PVC 절단, 프레스(주)윈**스20.03 ~ 20.09 

주요 내용발주처구분 수행 기간

MES(POP) 자동차부품 외 선삭가공(금속)동 * *밀20.04 ~ 20.10

MES(POP) 자동차부품 외 선삭가공(금속)에 * * * * *밀20.05 ~ 20.11 

MES(POP) 전자부품 외 조립(주)선 * * * * *디20.08 ~ 21.02

MES(POP) 자동차부품 외 선삭가공(금속)(주)떠 * * * *아20.05 ~ 20.11

MES(POP) 자동차부품 외 선삭가공(금속)청 * * * *크20.08 ~ 21.02

MES(POP) 자동차부품 외 선삭가공(금속)승 * *크20.09 ~ 21.03

MES(POP) 방산제품 외 금속가공(선삭)인 * *밀20.09 ~ 21.03

MES(POP) 포장상자 제작 외 절단, 인쇄, 접합한 * * * * *사20.10 ~ 21.04

MES(POP) BPU, 전자부품 외 조립, 가공(주)석 * *업20.10 ~ 21.04

MES(POP) 반도체부품 외 금속가공하* *크20.10 ~ 21.04

MES(POP) 우레탄휠, 신발 가피 사출 외(주)자 *로20.11 ~ 21.05

MES(POP) 조선 기자재 절단, 프레스다* * * *무20.11 ~ 21.05

MES(POP), PMS, TMS 방산, 부품가공떠* * * * *아21.08 ~ 22.09

MES(POP).SMART HACCP 식품제조헬*코(주)21.08 ~ 22.07

MES, PMS 방산부품(주)골 * *크21.09 ~ 22.07

MES(POP).ERP, PMS, TMS 절삭, 금형, 자동차부품유* *스(주)21.10 ~ 23.01

MES(POP).SMART HACCP 조미김제조(주)바 * *가21.10 ~ 22.09

MES(POP) 금형라 * *크21.10 ~ 22.08

MES(POP), PMS 중장비부품(주)창 * *공21.12 ~ 22.11

MES(POP), PMS, MMS 우레탄휠, 신발 가피 사출 외(주)자 *로21.12 ~ 22.11

MES(POP), PMS, MMS

그 외 다수

반도체부품 가공(주)에 * * *텍21.12 ~ 22.11

MES(POP), PMS 방산제품 외 금속가공(선삭), 용접 외(주)해 * *크20.08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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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주)더모모스 설립

12    본사이전(동의대학교)

2014
03    부산시 청년창업지원 4기 수료

03    중/고등학생용 학사관리 시스템 ‘INNOSCHOOL’ 서비스 시작

06    부산은행 투자 유치

07    본사 이전(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15
03    청년창업사관학교 4기 졸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03    갈매기 SW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    (주)더모모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0    벤처기업 인증 획득

11    창업공로 표창 - 국회

2016
04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선정(R&D) 주관기관 선정

         (지정품목 : FINTECH)

11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12    청년기업인 표창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2017
03    창업유공 표창 - 부산광역시장

04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GACHIUP’ 서비스 시작

12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2기] 수료 - 중소벤처기업부

06

더모모스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MES / ERP / IO master / Smart HACCP /

TMS / MMS / FEMS / QMS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HISTORY



2019
04    중국 상해시(바이오과학원구) - (주)더모모스 업무 협약

06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기업 지정

07    본사 이전(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20
01    NEXT-M : MES(Ver 1.0) 패키지 출시

03    NEXT-M : MES(Ver 2.0) 패키지 출시

08    자본금 증자(65백만원 → 100백만원)

08    본사 이전(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테크노파크 벤처동)

12    NEXT-M : CMMS(Ver 1.0) 옵션 패키지 출시

12    NEXT-M : TMS(Ver 1.0) 옵션 패키지 출시

12    NEXT-M : Smart HACCP(Ver 1.0) 패키지 출시

12    NEXT-M : Extended MES(Ver 3.0) - Extended 패키지 출시

12    NEXT-M : MES(Ver 3.0) 패키지 출시

2018
03    창업유공 표창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12    ISO27001 국제표준정보 보호 인증 획득

2022
01    NEXT-M : QMS(Ver 1.0) 패키지 출시

01    NEXT-M : MMS(Ver 1.0) 패키지 출시

01    NEXT-M : ERP(Ver 1.0) 패키지 출시

02    식품용 용기·포장류 제조업 허가 - 밀양시

04    NEXT-M : FEMS(Ver 1.0) 패키지 출시 

05    NEXT-M : MES(Ver 4.0) 패키지 출시 

05    NEXT-M : POP(Ver 4.0) 패키지 출시 

06    뿌리기업 인증 

2021
02    부산 지사 이전(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05    NEXT-M : ERP Lite(Ver 1.0) 출시

06    성과공유기업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07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10    NEXT-M : Smart HACCP(Ver 2.0) 패키지 출시

10    본사 이전(경남 밀양시 하남읍)

10    플라스틱 진공성형 제조업 개시

12    NEXT-M : IO master(Ver 1.0) 패키지 출시

12    NEXT-M : TMS(Ver 2.0) 패키지 출시

12    NEXT-M : Fool Proof(Ver 1.0) 패키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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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Smart Solution

ERP

SMART HACCP

IO MASTER

FEMS



출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단위(%)

MES Introduction effect

고용증가 산업재해감소 매출액증가 생산성증가 품질향상 납기단축 원가감소

3

-18.3

7.7

30

43.5

15.5

-15.9

Smart Factory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THEMOMOS의 Smart Solution은 일반적인 제조환경에서 지능화된 Device(설비, 센서

등)를 연결한 후,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시각화를 통하여 제조 현장 및 운영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 품질

향상 및 체계적인 현장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Intelligent Solution입니다.

THEMOMOS Smart Solution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

다양한 설비 연동을 통한 업무 효율 증대

강력한 솔루션 통합

다양한 확장 모듈 & 솔루션 제공1

2

3

4

기업에 맞춘 운영형태 제공5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활용성 증대6

IO MASTER를 통하여 다양한 설비 연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하여 자동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 효율 증대

MES, ERP, APS등 다양한 솔루션 연계 및 통합운영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공

기업특성에 맞춤 기능 제공 및 업무 모듈 단위로 세분화된 기능을

조합하여 완성

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용자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솔루션 활용 유도

100%웹 기반으로 별도의 설치 및 셋업없이 기존 사용하던

PC, 스마트폰 등 멀티 디바이스 접속환경에 최적화

클라우드형, 구축형 등 기업의 상황에 맞춘 운영 형태 제공

NEXT M MES 특장점

IO MASTERSmart Middleware

Smart Factory & EnterprisePerformance

Device
Controller

생산설비

PLC

검사장비

Sensor

로봇

loT

AGV

MES

SMART HACCP

ERP

SCM

APS

AI/Analytics

FEMS

그 외
Smar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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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Module

ERP Smart HACCP ... SCM

DAS/IO MASTER

기
본
모
듈

선
택
모
듈

기준
정보관리

자재관리

현장단말 PDA 모니터링영업관리
시스템
관리

재고관리품질관리생산관리  TMS CMMS MMS

QMS
Fool
Proof

WMS

Controller

식별장비물류설비로봇계측기검사설비

생산설비IoTSensorPLC

NEXT-M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NEXT-M MES는 생산현장의 작업자를 고려하여 쉽고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다양한 

분석과 공유로 스마트한 제조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지능형 생산관리시스템입니다.

생산관리시스템

APS FEMS

BIG DATA Analysis

10

NEXT-M MES 

Functionality

품질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영업관리
모니터링

재고관리



NEXT-M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

기본모듈

시스템 관리

영업관리

모니터링

경영정보

Fool Proof

TMS

생산계획, 생산현황 등 생산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

수주별 생산 추적 현황 및 재고현황 조회 등

경영자 맞춤 관리

제품 재고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LOT추적 및 각종 검사 기준·검사 실적 관리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용자 권한 및 버튼 등을 관리

제품 품번 등 제품 생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관리

발주부터 입고 및 출고까지 자재를 관리

실시간 작업장 모니터링으로 현장 관리 가능

제품 출고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금형의 점검 등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

개발/양산 품질관리, 변경 이력 관리, 품질 개선/평가/

비용관리 등 품질 경영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화된 금형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

시설/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QMS

MMS

작업자가 기계를 잘 못 다루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시스템

CMMS

기준 정보

자재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

선택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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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다 간편한 시스템

환경 구현으로 작업지시 등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제조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생산정보를 수집, 분석 및

공유하여 제조 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작업장, 설비별 수집 데이터

수집,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공정을 개선하여 실적, 품질

향상에 도움

스마트팩토리

전용 통합관리

시스템

강력한 모듈별

데이터 연계

공정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기업특성에 맞춘 다양한 특화 모듈

제공하며, 수주부터 출하까지 데이터

연계를 통한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공

제품에 대한 투입 소재를

추적하여 불량 원인 파악

및 대처 가능

쉽고

간편하게 구성된

UI/UX

체계적인

제조현장 관리

문제 발생 시

알람 기능을 

통한 적시대응

IO MASTER의 추가 도입을 통한 작업장

설비 상태, 실적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에 대한 실시간 알림 기능 제공



 

NEXT-M ERP는 업무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강력한 Digital Transform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업 혁신과 경영관리 업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Global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솔루션입니다.

영업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NEXT-M ERP

Functionality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NEXT-M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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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과 이해와 의사결정력 향상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조직의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 

생산성 향상

정확한 분석
정확한 업무 분석을 통한

개선 기획 확보

의사결정력 향상

원활한 소통

확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신규 사업

신속한 대응
신규 사업의 신속한 대응

경영환경 변화

신속한 대응

효율 극대화전 모듈의 완벽한 통합으로

효율 극대화
타솔루션 연계 타 솔루션 연계 등 우수한 확장성 제공



NEXT-M IO MASTER는 다양한 설비 및 장비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후 솔루션에 제공하여 시각화를 가능하게하는 

미들웨어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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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데이터 수집·분석 미들웨어NEXT-M IO MASTER

체계적인 설비 데이터 관리OPC UA 국제표준 프로토콜 사용

Analytics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OPC UA

실시간 데이터
신뢰성 있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설비 데이터 

관리

다양한 

데이터 분석

이상유무 감지시 

실시간 담당자 알림 
실시간 시각화

분석데이터를

각 솔루션에제공하여 

실시간 시각화

이상유무 감지

실시간 알림

실시간

데이터 백업

실시간 데이터 백업을 통한

안정성 제고

데이터 수집

자동화

데이터 수집 자동화로

작업자 업무 효율 증대

IO MASTER

데이터 수집

화낙

LS 산전 AUTONICS

미쯔비시 지멘스 NUM

그 외 PLC, 센서

SYNTEC

데이터 전 처리 데이터 분석 분석 데이터 전송

생산설비 검사장비 로봇 AGV

...



NEXT-M SMART HACCP는 점차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HACCP인증의 상위 개념인 SMART HACC인증이 생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CCP 모니터링, HACCP 문서 전산화 및 자동화 생성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NEXT-M FEMS는 최근 탄소중립 정책 및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공장의 에너지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에너지 사용현황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운전제어 및 사용분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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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M SMART HACCP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자동화된 CCP 모니터링SMART HACCP 인증 대응 용이

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 자동 기록화 기준

이탈 시 경고 또는 자동 개선 조치

HACCP 문서 전산화 및 자동화 생성으로 

업무 간소화

타 솔루션(MES, ERP)연동을 통한

성공적인 Digital Transformation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응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에너지 경영시스템 인증

타 솔루션(MES, ERP) 연동을 통한 자동

원단위 산출

에너지 절감 혁신

 ESG경영 준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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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M 주요 화면

설비 실적 모니터링

현장단말

가동률 분석 HACCP 설비별 모니터링

SMART HACCP 설비별 모니터링

인사기록관리

월별재고조회 수주별 생산 추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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