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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라이브 데모를 보고 평가 키트를 체험하고 Gartner® 2022 Magic Quadrant™ 엔터프라이즈 유무선 LAN 
인프라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Mist AI의 이점을 누리십시오.

AIOps 및 지원 가장 최신의 클라우드

•	 탁월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레벨

•	 특허받은 가상 비콘 BLE

•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 및 리스크 완화

• AI 기반 어시스턴트(Marvis)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IT 업무 간소화

•	 선제적 dPCAP(Dynamic Packet Capture)
로 클라이언트-클라우드 근본 원인 파악

• AI 기반 지원과 셀프드라이빙 액션

•	 최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	 다운타임 없는 위클리 푸시

• 100% 프로그래밍 가능(API 기반)

고객 경험 우선

주니퍼는 이로써 3년 연속 리더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2022년 최고의 비전 완성도와 실행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니퍼가 이처럼 업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자동화된 패브릭, AI 기반 인사이트, 빌트인 보안을 통한 운영 간소화로 고객을 지원하는 강점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일 OS와 AI 기반으로 설계된 주니퍼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된 엔드투엔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니퍼의 개방형 표준 인텐트 기반 솔루션을 통해 귀사의 비전을 실현하십시오.

위험 부담 없이 Campus in a Box를 체험해 보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s://gotryandbuy.com/

60일 무료 평가판을 사용하려면 다음 양식으로 시작하십시오.   
https://gotryandbuy.com/contact-us

Juniper Demo Wednesday
Mist AI 및 주니퍼 Mist Cloud가 어떻게 유무선을 통해 클라이언트, 
사용자 및 장치에 업계 최고의 액세스 레이어 경험을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https://juni.pr/demo-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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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퍼가 2022년 Gartner® Magic 
Quadrant™ 엔터프라이즈 유무선 LAN 
인프라 부문에서 3년 연속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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