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플래시어레이//X10’ 등록 

 

-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 기술력 및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공신력 입증 

- 국내 파트너사 (주)씨앤이정보와 함께 나라장터 통해 스토리지 공급… 공공시장 

적극 공략으로 국내 비즈니스 성장 기대  

 

2019 년 1 월 14 일 — 혁신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플래시(all-flash) 스토리지 플랫폼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배성호)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디스크어레이’ 품목에 고성능 

올플래시 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X10(FlashArray//X10) 모델 3 종을 등록했다.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X(FlashArray//X) 제품군은 업계 최초의 100% 소프트웨어 기반 

올플래시 어레이이며, 초고속 통합 스토리지다. 모든 워크로드에 최고로 가속화된 성능과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플래시어레이//X10 은 뛰어난 성능과 업계 최고의 

용량절감율을 제공한다. 기존 오라클, SAP 등의 데이터베이스(DB) 환경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가상화(VDI)/서버 가상화(VSI),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딥러닝 등 고성능 스토리지 환경이 

필요한 업무에 최적화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 지연시간이 250μs 에 불과하며,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새로운 수준의 고성능을 제공하여 트랜잭션을 가속화하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고객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퓨리티 액티브클러스터(Purity ActiveCluster)가 내장되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두 곳의 데이터센터에서 클러스터링 시켜서 구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쪽 데이터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앱이 중단 없이 구동될 수 있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한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으로 제품의 기술력 및 품질 

심사를 거쳐 엄선된 제품 및 서비스만 등록 가능하다. 이번 조달 등록을 통해 퓨어스토리지는 

디스크어레이 부문에서의 기술력과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공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http://www.purestorage.com/kr


 

퓨어스토리지코리아 배성호 지사장은 “퓨어스토리지의 뛰어난 엔터프라이즈 급 기술력을 탑재한 

플래시어레이//X10 모델의 나라장터 등록을 통하여, 많은 공공기관의 비즈니스에 최상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뛰어난 업무 효율성 및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 교육기관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퓨어스토리지의 국내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퓨어스토리지는 국내 파트너사인 (주)씨앤이정보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해 스토리지를 공급하며, 

(주)씨앤이정보는 설치 및 유지보수를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퓨어스토리지의 나라장터 등록 

제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hopping.g2b.go.kr)에서 ‘디스크어레이’ 품목을 검색해 

계약업체 중’ 주식회사 씨앤이정보’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씨앤이정보 김철수 대표는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된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X10 제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며 고객들은 이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국공립 교육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공동 프로모션 마케팅 및 홍보를 

퓨어스토리지와 함께 펼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이념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 

 

퓨어스토리지 소개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

어스토리지의 데이터 솔루션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부문 기

업들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걸친 핵심 운영 환경, 데브옵스 및 현대적인 분석 환경에서 실시간

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

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으로 고객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자사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NPS 고객 

추천 지수에서 B2B 기업 중 상위 1%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세계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참고: 분석 보고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 5년 연속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부문 리더로 퓨어스토리지 

선정 

IDC 마켓스케이프 보고서: 2017 올플래시 어레이 벤더 분석 보고서에서 퓨어스토리지를 시장 리

더로 선정 

http://shopping.g2b.go.kr/
https://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korea/pdf/press_release/%ED%93%A8%EC%96%B4%EC%8A%A4%ED%86%A0%EB%A6%AC%EC%A7%80_%EB%B3%B4%EB%8F%84%EC%9E%90%EB%A3%8C_%ED%93%A8%EC%96%B4%EC%8A%A4%ED%86%A0%EB%A6%AC%EC%A7%80%20%EA%B0%80%ED%8A%B8%EB%84%88%20%EB%A7%A4%EC%A7%81%20%EC%BF%BC%EB%93%9C%EB%9F%B0%ED%8A%B8%20%EC%86%94%EB%A6%AC%EB%93%9C%20%EC%8A%A4%ED%85%8C%EC%9D%B4%ED%8A%B8%20%EC%96%B4%EB%A0%88%EC%9D%B4%20%EB%B6%80%EB%AC%B8%205%EB%85%84%20%EC%97%B0%EC%86%8D%20%EB%A6%AC%EB%8D%94%EB%A1%9C%20%EC%84%A0%EC%A0%95_20180816f.pdf
https://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korea/pdf/press_release/%ED%93%A8%EC%96%B4%EC%8A%A4%ED%86%A0%EB%A6%AC%EC%A7%80_%EB%B3%B4%EB%8F%84%EC%9E%90%EB%A3%8C_%ED%93%A8%EC%96%B4%EC%8A%A4%ED%86%A0%EB%A6%AC%EC%A7%80%20%EA%B0%80%ED%8A%B8%EB%84%88%20%EB%A7%A4%EC%A7%81%20%EC%BF%BC%EB%93%9C%EB%9F%B0%ED%8A%B8%20%EC%86%94%EB%A6%AC%EB%93%9C%20%EC%8A%A4%ED%85%8C%EC%9D%B4%ED%8A%B8%20%EC%96%B4%EB%A0%88%EC%9D%B4%20%EB%B6%80%EB%AC%B8%205%EB%85%84%20%EC%97%B0%EC%86%8D%20%EB%A6%AC%EB%8D%94%EB%A1%9C%20%EC%84%A0%EC%A0%95_20180816f.pdf
https://www.purestorage.com/kr/resources/type-a/idc-marketscape-kr.html
https://www.purestorage.com/kr/resources/type-a/idc-marketscape-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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