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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Experience Center
Citrix 고객 체험 센터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바일 보안,
클라우드 컨텐츠 관리와 같은 미래 업무환경 - Smart Workspace 구현에 필요한 Citrix의 모든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고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데스크탑 및
앱 가상화, 네트워킹 (ADC/SD-WAN),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파일 공유 및
협업, 분석 솔루션과 같은
미래 업무환경 - Smart Workspace
구현에 필요한 Citrix의 모든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Customer Experience Center 데모 시나리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데스크탑 및 앱 가상화, 네트워킹(ADC/SD-WAN),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파일 공유 및 협업, 분석 솔루션들을 활용한 다양한 데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기업의 분산된 IT 인프라를 통합하여 간편하게 제공하는 Intelligence 기반 디지털 업무환경 솔루션으로서,
조직 내 모든 사용자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SaaS &Web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보안
된 환경 내에서 단일 플랫폼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애플리케이션 가상화
Citrix의 다양한 가상화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관리 효율과 편의성을 향상 시킨 가상화 관리 기술을
비롯하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Citrix Cloud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고,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킹 - ADC(L4/L7), SD-WAN

Citrix는 스마트 워크 환경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에 국내 모든 조직이 발 맞춰

기업 네트워크의 보안과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술을 시나리오 기반 데모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 할 수 있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도록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데스크탑 및 앱 가상화, 네트워킹(ADC/
SD-WAN),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파일 공유 및 협업, 분석 솔루션과 같은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모든 미래 업무 환경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Citrix Customer

조직 내 사용자들의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MDM기술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만
별도로 격리시켜 보안을 한층 강화 시킨 MAM 기술, 그리고 Citrix가 제공하는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perience Center(이하 CE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C에서 Citrix가 구현해내는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추상적 개념과
실제 적용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엔터프라이즈용 파일 동기화 및 공유

업무환경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전략을 효율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함으로써 컨텐츠 관리의 편의성과 업무협업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문서에 대한 피드백과 내부 전자결제를 이용한 조직의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CEC 프로그램은 귀사의 생산성 향상, 보안 강화 및
안정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EC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 또는

Citrix Secure Digital Workspace

담당 영업대표를 통해 연락주십시오.

Secure Digital Pe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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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업무환경을 혁신시킬 새로운 Smart Workspace
체험이 가능한 Citrix CEC에 초대합니다.
CEC 방문 희망 시, 우측 하단의 연락처 또는
담당 영업 대표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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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는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의 구애 없이, 모든 타입의 기기 또는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쉽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항상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확고한 단일 원칙입니다. Citrix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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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미래의 디지털 업무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구체화합니다. Citrix는 디지털 업무환경 기술을 통해
사용자 환경을 일관되게 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엔터프라이즈 앱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IT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성, 분석, 관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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