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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스토리지는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신속한 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가 경쟁 상대로 삼은 메인프레임과 클라이언트/서버 시대의 25 년 된 기술은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와 실시간 분석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의 데이터 

용량과 속도, 그리고 예측적 분석과 머신 러닝에 요구되는 높은 성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고객들은 퓨어스토리지를 사용해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하며, 비용과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고객들이 비즈니스에 데이터의 가치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또 한번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한 해를 마무리 했습니다. 4 분기 매출은 

2 억 2,800 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예상 범위를 윗도는 수치입니다. 회계연도 

전체를 놓고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된 7 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2015년 상장 후 지난 

6 분기 동안 퓨어스토리지의 실적은 2.7 배 향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창립한지 8 주년, 판매를 시작한지 

6주년 되는 해로 매출이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blog.purestorage.com/author/scott/


동시에 수익성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하여, 4분기 비 GAAP 운영 마진은 -2% 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평균 예상 범위보다 5 포인트 더 높은 것입니다.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은 

2,5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대차대조표 역시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보유한 현금은 5억 4,700만 달러이고 

부채는 없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가 되고 올-실리콘 스토리지가 탄력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지난 4 분기 450 여 고객을 추가하여, 이제 전세계적으로 3,000 여 고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4분기에 추가된 주요 고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lu - 선두적인 프리미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퓨어스토리지를 사용해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분석을 촉진하고 집중적인 워크로드와 고객 요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Subway - 세계에서 가장 큰 외식업 체인으로 고객 주문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퓨어스토리지를 선택했습니다. 

• Royal Philips - 헬스케어, 조명 및 소비자 제품 분야의 혁신을 전문으로 하는 선두적인 기술 

기업으로 퓨어스토리지를 핵심적인 업무의 기반으로 사용하여 수월한 관리, 성능 향상,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확장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호주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업인 Optus Business,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및 주요 게이밍 

기업인 KONAMI,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SaaS 기업 Phreesia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4 분기의 새로운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 고객들로는 퓨어스토리지의 기술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선수들에 대한 첨단 분석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는 National Hockey 

League, 로펌 Keker, Van Nest & Peters, 지구 과학 기업 ION 이 있습니다. ION 의 경우, 

플래시블레이드를 사용해 스토리지 상면 공간을 약 100분의 1로 감소시켰습니다. 

 

https://www.hulu.com/welcome?orig_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www.subway.com/en-us
http://www.philips.com/global/
http://www.optus.com.au/business/
https://us.konami.com/
http://www.phreesia.com/
https://www.nhl.com/
https://www.nhl.com/
http://www.kvn.com/
http://www.iongeo.com/


 

* 전종업원주식매수선택권(ESPP)과 관련된 현금 810만불 포함 

이제, 퓨어스토리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IDC 는 2025 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80ZB(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 년의 10ZB, 2020 년의 44ZB 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자면, 사과 1 개가 1 바이트라고 가정할 때, 1 ZB 는 

태평양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과입니다.) 이제껏 찾아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데이터세트는 머신 러닝과 같은 예측적 분석에 필요합니다. 

2. 엣지에 위치한 데이터: 빅데이터는 광역 통신망(WAN) 보다 더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퓨어스토리지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최대 33%(위 

그림 참조)인 반면, 인터넷 대역폭의 연간 성장률은 20% 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새로운 데이터는 중앙화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엣지 데이터센터에 

저장될 것입니다. IDC 는 2019 년까지 사물인터넷(IoT)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40%가 

네트워크의 엣지 또는 근접한 위치에서 저장, 처리, 분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2020 년에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빅데이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전사적 자원 

관리(ERP)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가 프라이빗 데이터센터에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 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사물 

인터넷(2020 년까지 엣지 데이터센터에 60 억 달러의 기회 존재), 공장 자동화, 

헬스케어/바이오테크, 물류, 그리고 그 외 실시간 제어 시스템을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퓨어스토리지는 전체 고객 기반에서 엄청난 기회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gilpress/2016/08/05/iot-mid-year-update-from-idc-and-other-research-firms/#406c1f1e55c5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teral/service-provider/visual-networking-index-vni/vni-hyperconnectivity-wp.html
https://www.idc.com/research/viewtoc.jsp?containerId=US40755816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service-provider/global-cloud-index-gci/white-paper-c11-738085.pdf
http://www.datacenterdynamics.com/content-tracks/power-cooling/edge-market-will-boost-demand-for-micro-data-centers/95070.fullarticle


3. 플래시 메모리로의 대세 이동: 지난 분기에는 몇몇 고객들이 20개 랙(냉장고 20대 크기)을 단 

한대의 플래시블레이드(4 랙 유닛, 전자렌지 크기)로 교체하여 대규모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통합은 기계적 디스크가 아니라 실리콘을 위해 설계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로 가능합니다. 또한 하드 드라이브의 90%가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대세 이동: 이제껏 퓨어스토리지 비즈니스의 25% 이상은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클라우드 #4 기업에서 #4000 기업까지가 모두 영업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형 

인프라/서비스형 플랫폼(IaaS/PaaS) 고객을 500 개 이상 확보했습니다. 퓨어스토리지의 

아키텍처는 고성능, 고효율의 다계층으로,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이지만 

실리콘 제품으로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된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퓨어스토리지의 클라우드 고객들은 퓨어스토리지가 더 높은 성능과 더 높은 서비스 품질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5. 3,500 만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 퓨어스토리지는 이제 3,500 만 달러 시장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퍼시픽크레스트증권에 따르면, 3 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2020년까지 전체 IT 시장의 약 1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이긴 하지만, 아직 퓨어스토리지에게 상당 부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올플래시와 클라우드 지원 스토리지로 이동할 것이라고 퓨어스토리지는 확신합니다. 

6. 성장하는 ‘분석’ 시장: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베이스/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SAP), 가상화(VM웨어, 하이퍼 V, 오픈스택), 그리고 VDI(VM웨어 뷰, 

시트릭스), 이 세 가지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2017 년에는 분석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과 차세대적 접근방식 모두에서 획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래시블레이드와 플래시어레이는 오라클 OLAP, SAP Hana, SAS 등의 전통적인 분석은 물론 

스플렁크나 아파치 스파크와 같은 차세대 플랫폼을 가속화시켜 줍니다. 분석 시장은 대략 

1,3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시장으로 퓨어스토리지의 2017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7. 에버그린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 경쟁업체들과는 달리, 퓨어스토리지는 미래 혁신을 위한 

에버그린 서브스크립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퓨어스토리지의 제품은 영구적으로 호환이 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업그레이드 중단, 동일한 스토리지의 재구매, 운영에 지장을 주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데이터의 근저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 높은 성능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 퓨어스토리지는 비즈니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힘겨운 재구매와 기존 공급업체의 대폭적인 업그레이드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고객들에게 NVMe으로의 전환은 놀라움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8.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애플리케이션간의 단절 타파: 비즈니스가 번창하려면, 기업들은 데이터를 

마이닝하여 예측적인 인사이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스토리지의 느린 속도, 비용, 

취약점 및 복잡성으로 인해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레거시 스토리지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애플리케이션 간에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매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ttp://wikibon.com/wikibon-flash-enterprise-adoption-projections/
http://blog.purestorage.com/expanding-the-market-for-smart-storage/


고객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퓨어스토리지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백 곳의 고객들이 

1백만 달러 이상의 구매를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러한 대단한 여정을 함께 해준 퓨어스토리지의 고객, 파트너, 투자자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2017년이 퓨어스토리지에 있어 플래시어레이, 플래시블레이드, 퓨어 1 및 

플래시스택 컨버지드 인프라를 포함한 흥미진진한 제품 혁신을 제공하는 최고의 해가 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10억 달러 매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 

미래 예측 진술 이 게시물에는 업계와 기술 동향, 당사의 고유한 전략, 포지셔닝 및 기회, 제품 및 관련된 로드맵(FlashArray, 

FlashBlade), NVMe의 영향, 접근방식과 비용 경쟁력의 혜택, 경쟁, 파트너와의 거래, 미래 마진, 성장 전망, 운영 모델 등 비즈니스 

및 운영에 대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잠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여기에 명시되거나 내포된 결과는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예측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고된 결과가 미래 성과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불확실한 요인은 2016 년 10 월 31 일 종료되는 분기에 당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 10-Q와 기타 보고서들에 "위험 요소"라는 제목 하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당사의 투자자 정보 웹사이트 investor.purestorage.com과 SEC의 웹사이트 www.se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2017년 1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간 보고서 10-K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과 첨부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201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이 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 GAAP 재무 측정치. 이 게시물에는 당사의 실적과 관련하여 비 GAAP 재무 측정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응하는 GAAP 

재무 측정치와 이 비 GAAP 재무 측정치 간의 차이 조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2017년 3월 1일자 수익 공시를 

참조하십시오. 이 수익 공시에는 "비 GAAP 운영 실적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GAAP 측정치간의 차이 조정"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과 잉여 현금 흐름 간의 조정"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