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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플래시 스토리지 10 년의 역사가 바꿔 놓은 데이터센터 

혁신 3 가지 

 
- AI/ML, 분석 등 차세대 워크로드 구동 시 병목현상 없는 방대한 병렬 처리 성능 구현 

- 하드 디스크 구매 비용만으로 티어 2 및 티어 3 워크로드에 올플래시의 높은 성능 및 안정성 제공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간 간편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이동 지원 

 

2019 년 1 월 31 일, 서울 — 올플래시의 가격 하락, 그리고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등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의 중요성 증가에 힘입어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금융, 헬스케어, 공공 등 다양한 산업군의 보다 

많은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 글로벌 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 년 

108 억 3 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전세계 올플래시 어레이 시장은 향후 5 년 동안 연평균 23.2% 증가해 

2024 년에는 그 규모가 25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퓨어스토리지는 2009 년 설립 초기부터 ‘고객 중심 혁신’을 표방한 플래시 스토리지 기술로 업계 전체의 

혁신을 이끌며 올플래시 대중화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10 년 전 플래시는 가격 부담이 크고 쓰기 

수명에 한계가 있었지만, 당시 퓨어스토리지는 플래시 스토리지의 확산을 예견하고 인라인 데이터 

절감(압축 및 중복제거) 기술을 통해 GB(기가바이트) 당 비용을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 수준으로 낮춘 

플래시 스토리지를 개발했다. 

 

이러한 플래시어레이(FlashArray) 제품군은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그 이후에도 퓨어스토리지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간편하고, 효율적인 스토리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플래시가 가지고 온 혁신 1. 병목현상이 없는 놀라운 성능 구현 

기업들의 레거시 스토리지 인프라는 근본적인 아키텍처 상의 변화 없이 하드디스크에 SSD 를 결합한 

설계로 인해 병목현상이 불가피했다. 이에 2 년 전부터 퓨어스토리지는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설계에 기반한 100% NVMe 올플래시 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X(FlashArray//X)를 출시해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에 쉽게 

 
1 Global All-Flash Array Market 2019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4, GlobalInfoResearch, Published Date: Oct 
2019, https://www.globalinforesearch.com/global-all-flash-array-market_p164793.html 

https://www.globalinforesearch.com/global-all-flash-array-market_p164793.html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플래시어레이//X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은 메인스트림 

엔터프라이즈 업무 및 AI, ML 등 차세대 워크로드들에 전례 없는 성능을 제공한다. 

 

올플래시가 가지고 온 혁신 2. 하드 디스크 구매 비용만으로 티어 2 및 티어 3 업무에 경제적인 올플래시 

고성능 및 고안정성 제공 

지금까지 기업들은 비용상의 문제로 인해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이외의 티어 2 및 티어 3 

워크로드에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를 적용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성능 및 복잡한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100% NVMe 올플래시 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C(FlashArray//C)는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비용만으로 티어 1 뿐 아니라 티어 2 및 티어 3 에 

올플래시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  

 

올플래시가 가지고 온 혁신 3. 온-프레미스,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간 자유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이동 지원 

폭증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 분석 및 개발 환경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퓨어스토리지는 자사의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Pure Storage Cloud Data Services)를 통해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쉽게 최적화하도록 돕는다. 퓨어스토리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는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 일관된 데이터 서비스 및 관리 경험을 보장해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맞춰 이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퓨어스토리지는 온-프레미스 및 여러 클라우드들을 아우르는 환경에서 빠르고 간편한 데이터 접근, 

활용 및 관리를 지원하는 ‘현대적 데이터 경험’을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퓨어스토리지는 이러한 비전에 

입각해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에서 올플래시를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이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민첩하게 

도출하고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퓨어스토리지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퓨어스토리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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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스토리지의 데이터 솔루션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부문 기업들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걸친 핵심 운영 환경, 데브옵스 및 현대적인 분석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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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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