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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WAAS) Network Module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ISR)를 위한 Cisco® Wide Area Application Service(WAAS) Network Module 은 강력한 
WAN 최적화 및 애플리케이션 가속 솔루션으로서 지사의 서버 통합을 지원하고, 중앙 집중식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시키며, 원격 사용자들에게 WAN 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및 컨텐트에 대한 LAN 수준의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개요

분산된 조직들은 원격 사무실 인프라의 구축, 관리 및 보호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격 사용자들에게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컨텐트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WAN 으로 인한 성능 및 확장성 제약은 원격 근무자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분산된 애플리케이션과 파일 서비스 인프라를 기업의 데이터 센터로 집중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겨 주고 있습니다. Cisco WAAS 는 조직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로 집중시키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인한 폭발적인 대역폭 요구사항을 통제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량과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협업 애플리케이션, 비용 절감, 규제 요건 준수 등의 혜택을 가져다 주며 동시에 현재의 인프라 및 IT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Cisco WAAS Software 를 호스팅하는 Cisco Wide Area Application Engine(WAE) 네트워크 모듈 및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에 속해 있습니다. Cisco WAAS 와 함께 구축된 Cisco WAE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및 트랜스포트 지연 방지, 처리량 
향상, 모든 TCP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WAN 대역폭 소모 최소화 등을 가능케 하는 애플리케이션 가속 및 WAN 최적화 기술의 
조합을 통해 WAN 에 의해 발생하는 성능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물리적으로는 추가 모듈 형태로 
Cisco ISR 과 통합되고 논리적으로는 Cisco WAAS 와 기존 네트워크 간의 투명한 통합을 이룸으로써, 모든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걸쳐 
기존 네트워크 정책 및 자동 탐색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통제 및 문제 해결의 편의를 위한 엔드-투-엔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가시성을 가능케 하므로 구축과 관리를 간편하게 해줍니다.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Cisco ISR 과 함께 고객들에게 총 소유 
비용(TCO)을 대폭 줄이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며, WAN 활용도를 최적화하고 간편한 구축이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WAN 최적화 및 애플리케이션 가속화 솔루션을 선사합니다. 

 
고객 혜택

Cisco WAE 네트워크 모듈 및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은 고객들에게 Cisco WAAS 솔루션을 호스팅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인프라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 - Cisco WAAS 는 조직이 데이터 센터 내의 파일 서버, 웹 서버, 전자메일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포함하는 원격 사무실 서버 인프라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버 인프라를 통합하면 구축,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가용성을 개선하며, 규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지속성과 재난 복구 
프로세스를 가능케 합니다.  

• LAN 수준의 성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 - Cisco WAAS 는 애플리케이션별 가속화와 WAN 최적화를 도입하여 거의 LAN 에 가까운 
성능으로 WAN 을 통해 중앙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웹, 파일, 비디오, 전자메일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걸쳐 직원들의 생산성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 간편해진 데이터 보호 - Cisco WAAS 를 통해 IT 조직들은 표준화된 백업, 유지, 스토리지 관리 및 복구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원격지 지원을 위한 IT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영속성과 재난 복구 정책을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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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통합 - Cisco WAAS 는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인프라와 투명하게 통합됩니다(그림 1). Cisco 
WAAS 가 제공하는 최적화는 투명하게 적용되며 인프라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TCP 캡슐화, Network 
Address Translation(NAT) 스태틱 터널 또는 다이내믹 터널 등을 이용하는 다른 많은 WAN 최적화 제품과는 달리, Cisco WAAS 
솔루션은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부가가치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들을 조작하지 
않으면서도 WAN 최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패킷 네트워크 투명성을 제공하고 IP 및 TCP 헤더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Cisco 
WAAS 는 현재 및 미래의 Cisco IOS® Software 를 통한 서비스 품질(QoS), NetFlow, Access Control List(ACL), Optimized 
Edge Routing(OER), IP 서비스 수준 계약(SLA), 라우터 및 링크 리던던시 같은 고급 네트워크 서비스는 물론 Cisco PIX® 
Firewall 같은 기타 시스코 제품과도 상호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1. Cisco WAAS 네트워크 투명성 

 
 
• 구축의 편의성 -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물리 및 논리적으로 구축을 편리하게 지원하여 구축 및 유지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 Cisco ISR 내 구축 - Cisco WAAS Network Module 을 Cisco ISR 와 같이 주문할 경우, 통합된 WAN 최적화 및 애플리케이션 
가속화 패키지 형태로 네트워크 모듈이 미리 라우터 내에 설치되어 배송됩니다. 고객 네트워크 내에서의 구축은 간편해지며 단일 
지점으로의 롤아웃을 필요로 합니다. 고객이 Cisco WAAS Network Module 을 상용 네트워크 내에서 실행되는 Cisco ISR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 주문할 경우, 네트워크 모듈은 추가 랙 공간, 전선 또는 케이블 변경이 필요 없이 손쉽게 라우터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리디렉션 기반 인터셉션 -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Web Cache Communication Protocol Version 2(WCCPv2)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구축되므로 투명한 네트워크 인터셉션과 패킷 리디렉션,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제공합니다. 장애 복구를 지원하는 고가용성 구성의 경우에는 Cisco WAAS Network Module 구축에 Policy Based 
Routing(PBR)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낮은 운영 비용 -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TCO 를 낮추며 Cisco ISR 에 대한 투자를 최대화합니다. 
- 지원 비용 증가 없음 -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라우터에 대한 시스코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및 서비스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사에 대한 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지사 
사무실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총 소유 비용(TCO) 모델을 제시합니다. 
- 전용 및 격리된 하드웨어 - Cisco WAAS Network Module 상에서의 서비스 장애는 라우터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isco WAAS Network Module 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자

• 원은 성능과 가용성을 최대화 합니다. 
- 물리적 공간 절약 -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Cisco ISR 내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모듈 슬롯만을 사용하며 추가 랙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간단한 전원 및 케이블 관리 -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DC 전원 및 리던던트 전원을 포함하는 라우터의 전원 옵션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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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위한 설계 - Cisco WAAS 및 Cisco WAE 솔루션은 수 천 건의 기업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지사 사무실을 위한 연장 
아키텍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운영 절차와 매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장애를 최소화하고 구축 시간을 가속함과 동시에, NetFlow, QoS 구분, 우선순위 부여, 큐잉(queueing), 
쉐이핑(shaping), 정책 집행, ACL,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같은 네트워크 정책들을 투명하게 보존합니다.  

 
Cisco ACNS와 함께 배포되는 Cisco WAE 어플라이언스

Cisco WAE 어플라이언스를 Cisco ACNS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하면 성능 손실이나 컨텐츠 제공 지연 없이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높은 대역폭의 풍부한 미디어 컨텐츠를 배포 및 수신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Cisco ACNS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Cisco WAE 
어플라이언스는 원격 지사에 배포되는 비디오 스트리밍 솔루션을 가속화하고 고객이 컨텐츠 캐싱 및 배포를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제품 라인

Cisco WAE 제품 라인은 지사 크기, 대역폭 가용성, 활용 패턴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모듈과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전사적인 구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WAE 
어플라이언스는 그림 2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사의 에지 장치, 데이터 센터의 코어 장치로 대칭되도록 설치됩니다. Cisco WAE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Cisco WAE 어플라이언스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 WAAS Network Module 은 기업의 지사 
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구성으로 제공되며 에지 장치로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림 2. Cisco WAAS 구축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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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AAS Software 라이센스 옵션

Cisco WAAS Software 는 Cisco WAAS Network Module 상에서 다음 두 가지 기능 수준으로 라이센싱 됩니다. 

• Transport 라이센스 -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는 Cisco WAAS 의 모든 WAN 최적화 기능들을 제공하여 조직이 이미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에는 Cisco 
WAAS Data Redundancy Elimination(DRE) 기능, 세션 기반 어댑티브 Lempel-Ziv(LZ) 압축, Cisco WAAS Transport Flow 
Optimization(TFO) 그리고 장치들이 중앙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 Enterprise 라이센스 - Cisco WAAS Enterprise 라이센스는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Common Internet File System(CIFS) 프로토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별 가속과 서버 오프로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Windows 프린팅 서비스를 포함하여 IT 조직이 값비싼 원격 사무실 서버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향상된 협력과 중앙 집중식 데이터 보호도 제공합니다.  

 
Cisco NME-WAE-302-K9

Cisco WAAS Network Module 부품 번호 NME-WAE-302-K9(그림 3)는 고객들이 지사에서 Cisco WAAS Software 를 호스팅할 수 있는 
저렴한 고성능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isco NME-WAE-302-K9 는 512 MB 의 RAM 과 80 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포함하고 
있으며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와 같이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NME-WAE-302-K9 는 WAN 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가속화하고 WAN 대역폭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 기능을 필요로 하는 소형 지사를 위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림 3. Cisco NME-WAE-302-K9

 
 

Cisco NME-WAE-502-K9

 
Cisco WAAS Network Module 부품번호 NME-WAE-502-K9(그림 4)는 중소규모의 지사를 위한 Cisco WAAS 구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isco NME-WAE-502-K9 는 1 BG 의 RAM 과 120 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포함하고 있으며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 또는 Cisco WAAS Enterprise 라이센스와 같이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NME-WAE-502-K9 는 Cisco 
WAAS Enterprise 라이센스와 함께 사용될 경우, 기업이 파일 서버, 웹 서버, 전자메일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의 원격 사무실 서버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 내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미 중앙 집중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가속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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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isco NME-WAE-502-K9

 
 

표 1. Cisco WAAS Network Module 제품 포지셔닝

플랫폼 하드 드라이브 용량 RAM 용량 포지셔닝 

Cisco NME-WAE-

302-K9  
80 GB  512 MB 

소규모 지사의 에지 구축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와 사용 

Cisco NME-WAE-

502-K9 
120 GB  1 GB 

중소규모 지사의 에지 구축 

Cisco WAAS Enterprise 또는 Transport 라이센스와 사용 

 

제품 사양

표 2. Cisco WAAS Network Module 제품 사양

 Cisco NME-WAE-302-K9 Cisco NME-WAE-502-K9 

RAM  512 MB 1 GB 

하드 디스크  80 GB 120 GB 

내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1000 Gigabit Ethernet connectivity to router backplane 10/100/1000 Gigabit Ethernet connectivity to router backplane 

외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1000 Gigabit Ethernet 10/100/1000 Gigabit Ethernet 

플래시 메모리  64 MB Compact Flash memory 64 MB Compact Flash memory 

라우터 플랫폼  Cisco 2811, 2821, 2851, 3825 및 3845 router  Cisco 2811, 2821, 2851, 3825 및 3845 router 

Cisco IOS Software 
(라우터 상)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4(9)T 이상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4(9)T 이상 

Cisco WAAS 

Software  
Cisco WAAS 4.0.3 이상 릴리즈 Cisco WAAS 4.0.3 이상 릴리즈 

Cisco WAAS 
라이센스 옵션  

· Cisco WAAS Transport license  
· Cisco WAAS Transport license 

· Cisco WAAS Enterpris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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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수 

크기(H x W x D): 1.55 x 7.10 x 7.2 인치(3.9 x 18.0 x 

18.3 센티미터) 

무게: 최대 1.5 파운드(0.7 킬로그램) 

크기(H x W x D): 1.55 x 7.10 x 7.2 인치(3.9 x 18.0 x 18.3 센티미터) 

무게: 최대 1.5 파운드(0.7 킬로그램) 

동작 환경 

작동 온도: 41~104F (5~40C) 

비작동 및 보관 온도: -40 ~ 158F(-40 ~ 70C) 

작동 습도: 5~85% (비응축) 

작동 고도: -97 ~ 6,000 피트(-60 ~ 1,800 m)  

작동 온도: 41~104F (5~40C) 

비작동 및 보관 온도: -40 ~ 158F(-40 ~ 70C) 

작동 습도: 5~85% (비응축) 

작동 고도: -97 ~ 6,000 피트(-60 ~ 1,800 m)  

안전 

· UL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USA). Plastic 

materials that are exposed to the end user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fire enclosure (UL94V-1) as defined in UL 

60950. 

· CSA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Canada) 

· IEC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including all national deviations as specified in the current CB 

Bulletin; 

· EN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European Union) incorporating all Deviations, as applicable. 

· GB 4943-95,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ncluding Electrical Business Equipment) (standard for China, 

equivalent to IEC 60950) 

· UL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USA). Plastic materials that are 

exposed to the end user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fire enclosure 

(UL94V-1) as defined in UL 60950. 

· CSA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Canada) 

· IEC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including all national deviations as 

specified in the current CB Bulletin; 

· EN 60950-1, Second Edition,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Part 1: General Requirements (European Union) incorporating all 

Deviations, as applicable. 

· GB 4943-95,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ncluding 

Electrical Business Equipment) (standard for China, equivalent to IEC 

60950) 

EMC 

• Emission: 

· 47 CFR Part 15 Class A 

· CISPR22 Class A 

· EN300386 Class A 

· EN55022 Class A 

· EN61000-3-2 

· EN61000-3-3 

· SD/EMI (India) 

· KN22 (Korea) 

· VCCI Class I 

· AS/NZS CISPR 22 Class A 

• Immunity: 

· CISPR24 

· EN300386 

· EN50082-1 

· EN55024 

· SD/EMI (India) 

· KN22 (Korea) 

· EN61000-6-1  

• Emission: 

· 47 CFR Part 15 Class A 

· CISPR22 Class A 

· EN300386 Class A 

· EN55022 Class A 

· EN61000-3-2 

· EN61000-3-3 

· SD/EMI (India) 

· KN22 (Korea) 

· VCCI Class I 

· AS/NZS CISPR 22 Class A 

• Immunity: 

· CISPR24 

· EN300386 

· EN50082-1 

· EN55024 

· SD/EMI (India) 

· KN22 (Korea) 

· EN61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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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Cisco WAE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를 주문하려면 Cisco WAE 어플라이언스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 WAAS Network Module 
하드웨어 부품 번호와 관련 Cisco WAAS Software 옵션은 표 3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3. Cisco WAAS Network Module 및 소프트웨어 부품 번호

제품 부품 번호 제품 설명 

NME-WAE-302-K9  
Cisco WAAS Network Module for Cisco 2800 및 3800 Series Integrated Services Router - 512 MB RAM, 80 GB HDD, WAAS Transport 만 

지원 

NME-WAE-302-K9=  
Cisco WAAS Network Module for Cisco 2800 및 3800 Series Integrated Services Router - 512 MB RAM, 80 GB HDD (spare), WAAS 

Transport 만 지원 

NME-WAE-502-K9  Cisco WAAS Network Module for Cisco 2800 및 3800 Series ISR - 1 GB RAM, 120 GB HDD. WAAS Transport 및 WAAS Enterprise 지원 

NME-WAE-502-K9=  
Cisco WAAS Network Module for Cisco 2800 및 3800 Series ISR - 1 GB RAM, 120 GB HDD (Spare). WAAS Transport 및 WAAS Enterprise 

지원 

SF-WAAS-4.0-NM-K9  Cisco WAAS 4.0 Software image (별도 라이센스 필요) 

WAAS-TRN-NM  1 개의 네트워크 모듈을 위한 Cisco WAAS Transport 라이센스 

WAAS-ENT-NM  1 개의 NME-WAE-502-K9 를 위한 Cisco WAAS Enterprise 라이센스 

WAAS-ENT-NM=  1 개의 NME-WAE-502-K9 를 위한 Cisco WAAS Enterprise 라이센스 

 

WCCP 지원

WCCP 는 Cisco 1800, 2600, 2800, 3600, 3700, 3800, 7000 Series 등의 시스코 라우터와 Cisco Catalyst® 4500, 4900, 6500 Series 
등의 시스코 스위치 상에서 실행되는 Cisco IOS Software 내의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고객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인력, 프로세스, 
툴, 파트너가 모두 함께 시스코만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 내기 때문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높은 고객 만족도로 나타납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여러분의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비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 또는 시스코 고급 
서비스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WAA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waas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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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SI 파트너 ㆍ㈜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ㆍ쌍용정보통신㈜ 02-2262-8114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ㆍ㈜인네트 02-3451-53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400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링네트 02-6675-1216 ㆍ SK 씨앤씨㈜ 02-6400-0114 
 ㆍ한국 IBM 02-3781-7800 ㆍ한국후지쯔㈜ 02-3787-6000 ㆍ한국 HP 02-2199-0114 
 ㆍ㈜콤텍 시스템 02-3289-0114     
■ Silver SI 파트너 ㆍ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ㆍ한국 NCR 02-3279-4300   
■ Uncertified SI 파트너 ㆍ오토에버시스템즈 02-3458-1400     
■ Local 디스트리뷰터 ㆍ㈜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ㆍ㈜영우디지탈 02-6004-7050 ㆍ㈜ SK 네트웍스 02-3788-3673 
 ㆍ㈜아이넷뱅크 02-3400-7490     
■ IPCC 전문파트너 ㆍ한국 IBM 02-3781-7114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 GS 네오텍 02-2630-5280 
 ㆍ한국 HP 02-2199-4272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 Optical 전문 파트너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미리넷㈜ 02-2142-28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900 
■ IP Communication 전문 파트너 ㆍ크리스넷 1566-2837 ㆍ㈜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 Security 전문파트너 ㆍ인포섹㈜ 02-2104-5114 ㆍ㈜티아이에스에스  051-743-5940 ㆍ유엔넷시스템즈㈜ 02-565-7034 
 ㆍ㈜나래시스템 02-2199-5533     
■ WLAN 전문파트너 ㆍ㈜에어키 02-584-3717 ㆍ사운드파이프코리아㈜ 02-568-5029 ㆍ㈜해창시스템 031-343-7800 
■ Storage 전문 파트너 ㆍ(주)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ㆍ메크로임팩트 02-344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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