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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영구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퓨어스토리지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포에버 플래

시가 세 가지 핵심요소인 변동 없는 공정한 요율, 3년마다 무료 업그레이드, 평생 유지보수 서비

스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에버 플래시

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퓨어는 타업체들과 어떻게 다

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경제성의 혁신, 포에버 플래시 

스토리지의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스토리

지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 스토리지의 수명주기는 기술 

업데이트, 전면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까지 보통 3~4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

는 적어도 그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새로운 포에버 플래시를 통해 갱신 주

기가 3년인 영구적인 스토리지 수명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나 대폭적인 업그레이

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6년을 기준으로 퓨어와 대형 스토리지업체의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6년 간의 연간 자본비용(CAPEX) 및 운영비용(OPEX)을 합산해 비교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통적인 디스크 스토리지는 워크로드의 성능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를 100TB로 한 이 예시를 보면, 해마다 20%씩 용량이 증가한다고 할 때 대

형 스토리지 기업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이 퓨어스토리지 보다 거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

습니다. 자본 비용은 이보다 더 심해서, 거의 2.5배가 더 들어갑니다. 

 

포에버 플래시는 CFO에게도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 연장이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퓨어의 플래시어레이는 디스크보다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영구적입니다. 이는 플래시어레이가 5

년 이상에 걸쳐 감가상각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

겠습니다. 스토리지 최초 구매 시 자본 비용이 $100가 지출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 연수가 3년인 경우 기업은 해마다 $33를 비용 처리합니다. 만약 기간이 연장되면 어떻

게 될까요?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40% 감소됩니다. 7년

으로 연장하면 거의 60%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감율은 높아집니다. 비용 절감은 순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대형 스토리지 기업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퓨어스토리지로부터 성

능, 가용성, 간단함 등 모든 혜택을 얻고 또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왜 디스크 인프라에 투자

를 하겠습니까? 

 

스토리지 업계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는 포에버 플래시 

포에버 플래시가 업계에 불러온 혁신에 대해 EMC, HP 및 다른 스토리지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

고 있는지에 대해 이전 글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타업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각 기업의 발표 당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MC: http://www.emc.com/microsites/xpectmore/assets/xtremio-xpectmore-details.pdf 

• HP: http://www.hp.com/hpinfo/newsroom/press_kits/2014/HPDiscover2014/HPDeliversAllFlash.pdf 

•IBM: http://www-01.ibm.com/common/ssi/cgi-

bin/ssialias?infotype=an&subtype=ca&appname=gpateam&supplier=897&letternum=ENUS113-

183 

이 비교 자료는 대형 스토리지 기업들이 최근 내놓은 개선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EMC의 XpectMore 프로그램이 최고 7년 간의 고정 가격과 하드웨

어를 보장하며 개중 가장 나은 듯 보입니다. 퓨어의 포에버 플래시처럼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EMC는 이 프로그램을 VMAX나 VNX 등 

다른 제품군에는 제공하지 않고 XtremIO에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왜 일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EMC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HP 3PAR와 IBM FlashSystem도 각각 5년, 3년 간의 플래시 마모 보증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EMC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보증 기간 이후에 대한 확장 보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 기

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상황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대폭적인 업그레이드와 마이그레이션을 감수하며 새로운 어레이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영구적인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포에버 플래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포에버 플래시와 영속적인 스토리지가 있는 새로운 세상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하

는지 이해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토리지 소유에 대해 어떤 방식

으로 접근하든, 퓨어스토리지와 함께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간 예측 가능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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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고객에게 포에버 플래시는 변동 없는 공정한 가격으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기존 가격을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스토리지의 성능과 생산성을 유지하길 원하는 

고객에게는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체를 사전적으로 제공합니다. 플래시의 연식이나 

사용 패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스토리지 향상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기

존 스토리지를 빠르고 현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3년마다 컨트롤러를 무료 업그레이드해 드

립니다. 대형 스토리지 기업들의 관행에서 벗어나 스토리지 경험과 스토리지의 경제성을 획기적

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퓨어스토리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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