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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업체

회사명 펌킨네트웍스(주） 대표자 권희웅

사업자등록번호 220-81-91007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사여부( o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405호

공장여부(  ) 공장주소 : 

업 종 서비스, 제조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자산규모 5 억원 상장여부

홈페이지 www.pumpkinnet.co.kr 설립연도 2000년

주요제품 

및 솔루션
L4 스위치 / PNOS

매 출 액

2017년 2018년

260,000 천원 200,000 천원

고용현황 2019년 9월 기준 상시 고용 인원 : 15 명

담당자 / 직책 우종민 / 대리 전화 / 팩스 02-863-9380 / 02-2109-6675 

이메일 jmwoo@pumpkinnet.com 휴대전화 010-756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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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소개

Ⅰ. 기본정보

기업명 펌킨네트웍스(주) 대표자 권희웅

Ⅱ. 기업연혁

2000년 6월 : 펌킨넷코리아(주) 설립

2004년 8월: 특허 “웹기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웹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웹기반 메시지 

전달방법” 등록

2005년 8월: 특허 “단일 부하분산기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하분산 및 이중화 

시스템 및 그 …” 등록

2005년 8월: 특허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 세션수 제어를 통한 서버 폭주제어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

2007년 10월: 특허 “시그너처 해싱을 이용하여 시스너처 매칭 회수를 줄이는 고성능 침입 

방지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

2009년 7월: 특허 “동적 해싱 기반의 부하 분산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

2011년 5월: 10~ 20Gbps 급 ADC, AEN 10420  출시 

2012년 5월: 2~ 10Gbps 급 ADC, AEN 8024출시

2014년 10월: 20Gbps 급 AEN 20240 및 80Gbps급 AEN 40240출시

2014년 10월: L2보안스위치 LayerX SC2124G출시

2017년 3월: VDI /망분리 전문업체 (주)틸론과 전략적 제휴

2017년 4월:  AEN시리즈 전제품 IPv6 Ready Logo  획득

Ⅲ. 기업소개

펌킨네트웍스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 데이터로 상징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요구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ADC의 주요 활용 영역이던 Layer 4, 

Layer 7 계층에서의 로드밸런싱 적용 방식과 핵심 기술을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스템과 중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엔드포인트가 사내외를 

가리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네트워크 가속 기술을 통해 로드밸런싱과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의 개념을 WAN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ADC 업계에서 국산의 자존심을 세운 펌킨네트웍스, 앞으로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솔루션 

시장에서 강소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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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제품

구      분 세부내용

제 품 명 AEN8024 AEN20240

판매가격
23,800,000원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48,500,000원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판매대상
(희망)기관

물품 카테고리
조달청 

물품식별변호:22983896
조달청 

물품식별변호:22693741
ex) 조달청 

물품식별변호

설명서 유무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제품 이미지

제품 이미지 첨부(최소 
6컷 이상)

첨부된 이미지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

제품 이미지 첨부(최소 
6컷 이상)

첨부된 이미지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

제품 이미지 첨부(최소 
6컷 이상)

첨부된 이미지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참가제품이 4개 이상일 경우 위 양식 복사하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