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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비즈니스 상담회 참가업체

회사명 ㈜한드림넷 대표자 서현원

사업자등록번호 220-81-82449 법인등록번호 110111-1916654

주 소

본사여부( O ) 본사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508호 (구로동, 

마리오타워)

공장여부( O ) 공장주소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D동 407호

업 종 제조업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자산규모 203 억원 상장여부 N

홈페이지 www.handream.net 설립연도 2000년

주요제품 

및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스위치, 백본스위치, 네트워크 통합관레솔루션 개발 및 제조

매 출 액

2017년 2018년

13,080,143 천원 11,312,717 천원

고용현황 2019년 9월 기준 상시 고용 인원 :    50 명

담당자 / 직책 박성원 / 부장 전화 / 팩스 070-5070-9423

이메일 swpark@handream.net 휴대전화 010-5379-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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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소개

Ⅰ. 기본정보

기업명 ㈜한드림넷 대표자 서현원

Ⅱ. 기업연혁

2000 03 한드림넷 설립

2007 10 IPT 전용 PoE 스위치개발

     10 보안스위치의 ARP Spoofing 차단 기술 구현

2008 05 보안스위치 및 보안시스템 특허 획득

     10 일본 지사 설립

2010 03 일본 수출 100만불 돌파

     03 기술평가 BBB 획득

     10 일본 소프트뱅크 표준화 장비 선정(SG보안스위치)

2011 04 CC인증 획득

     04 IPv6 Ready Logo Phase 2 취득

     06 일본지사 법인화

     11 국내특허 2종 획득

2012 01 벤처기업 재인증

     03 안양 제조본부 오픈

2013 10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선정

     11 수출유망중소기업 재인증

2014 11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우수상’수상 – 미래부

     1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2015 06 고성장기업 지정 – 중소기업청

     12 굿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조달청장상’수상

     12 히트상품 선정

     12 조달 나라장터 이행 평가 최우수

2016 02 한드림넷 기술 교육센터 오픈

     04 청년 친화 강소 기업 인증

     12 TTA 시험인증 대상 ‘최우수상’ 수상 – SG보안스위치

     12 조달 나라장터 이행 평가 최우수

2017 03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 중소기업청

     03 베트남 호치민 연락사무소 개설

2018 03 하이서울브랜드 선정 –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06 수출 우수 기업 표창 - 서울특별시

Ⅲ. 기업소개

한드림넷은 엑세스 레벨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위협/장애 요소를 차단하는 L2/L3 

보안스위치, 전체 네트워크에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네트워크 자원과 IP현황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IP통합관리솔루션을 개발 및 제조하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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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제품

구      분 세부내용

제 품 명 SG 보안스위치 시리즈 SG 백본스위치 시리즈

판매가격 1,078,000원 33,560,000원

판매대상
(희망)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

물품 카테고리
네트워크 스위치

식별번호: 23024847
네트워크 스위치

식별번호: 2247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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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