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RE AS-A-SERVICE
Pure as-a-Service를 도입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용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스토리지 노후화 걱정 없이 항상 
가장 혁신적이고 최신 기능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용(OPEX) 기반 지출로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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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1. 온디맨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서비스형으로 구축하세요.
TCO 절감은 물론, 온디맨드 방식으로 쉽고 효율적인 에버그린(Evergreen) 퓨어 스토리지를 경험하세요.
새트메트릭스(Satmetrix)의 NPS 고객추천지수에서 93점을 기록한 프리미엄 지원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완전한 하이브리드 유연성을 위하여, 온프레미스, 코로케이션(co-located)/호스팅(hosted),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
•
•

필요에 따라 용량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Pure as-a-Service를 통해서 메인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컴퓨팅(퍼블릭 클라우드: AWS)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최소 12개월부터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플랜(access plan)이 기존 리스 방식 보다 훨씬 유연하며 간단합니다.  

•
•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스토리지 서비스로,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비스 수준 협약에 기반하여,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운영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2. 완전한 탄력성(FULLY ELASTIC)과 확장성

3. 유연성 & 낮은 위험성

4. 대차대조표에 아무런 영향 없음

5. 사용한 데이터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량 기반 과금 

6. 티어 1 엔터프라이즈 성능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고성능 블록, 파일, 오브젝트, VVOL 및 데이터 보호 서비스의 혜택을 경험하세요. 
스냅샷, 복제, 미러링, 메트로폴리탄 페일오버(metropolitan fail-over), 암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포괄적인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프로비저닝한 용량이 아니라, 매일 측정되는 실제 사용한 유효 용량만큼만 요금을 지불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오버-프로비저닝 되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두 배 더 향상된 비용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7. 퍼블릭 클라우드가 범접할 수 없는 복원력
99.9999% 가용성이 입증된 플래시어레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올웨이즈온(Always on) QoS와 유휴 데이터 암호화(DARE: Data-At-Rest Encryption)를 제공합니다.

•
•

8. 통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코로케이션, 퍼블릭 클라우드 등 구축 방식에 상관없이 서브스크립션, 통합된 기술 및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하세요. 
장소에 상관없이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하고 데이터 전체 혹은 일부를 원활하게(seamlessly)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클라우드 구축으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9. 독보적인 에버그린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한 퓨어스토리지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통해 항상 최신 기능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미디어의 혁신 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스토리지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10.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Pure as-a-Service로 퍼블릭 클라우드 첫 여정을 시작하세요. 
온프레미스로 활용하거나 파트너들을 통해서 코로케이션(예: 에퀴닉스: Equinix)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이브리드 유연성을 위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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