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신임 아태지역 부사장으로 마이클 알프 선임 

 

- 25년 간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 성공 거둬온 새 임원진 영입 통해 아태지역 

비즈니스 성장 가속 기대 

 

2014년 3월 13일 –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퓨어스토리지

(www.purestorage.co.kr, 지사장 강민우)가 아태 및 일본지역 비즈니스를 총괄할 신임 부사장으로 

마이클 알프(Michael Alp)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알프 부사장은 2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 최고 전문가로써, 2013년 10월 설

립이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퓨어스토리지 아태지역 본부의 성장 가속에 주력할 계획이

다. 

 

데이비드 햇필드(David Hatfield) 퓨어스토리지 사장은 “풍부한 경력과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업계 

전문가와 함께 아태 및 일본지역 성장을 가속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최고의 가상화 엔터프라

이즈 시장이 있는 아태 및 일본지역은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에 이상적이다. 알프 

부사장은 아태지역에서 지사의 기반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해 퓨어스토

리지의 혁신을 전파하고 파트너 에코시스템과 고객 기반을 확장해 향후 성장 국면을 가속화할 것”

이라고 전했다.  

 

알프 부사장은 우선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ASEAN) 지역에서 퓨어스토리지의 입지

를 다지고, 새로운 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능한 인재 및 채널 파트너를 

확보하고, 기업, 정부, 교육 및 의료 분야에 플래시가 제공하는 혜택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대형 솔루션 공급업체와 협력해 그린 이니셔티브(green initiative)를 가속화하고 차

세대 데이터 센터를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호주 출신인 알프 부사장은 아태지역에서 쌓은 다양

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아태지역 부사장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퓨어스토리지 합류 전, 알프 부사장은 폴리콤(Polycom)에서 아태 및 일본지역 사장을 역임하며 

아태지역의 모든 영업, 마케팅, 서비스 및 운영지원 등을 총괄했다. 폴리콤 이전에는 데이터 도메

인(Data Domain)에서 아태지역 팀을 이끌다 인수합병 이후, EMC APJ의 백업 및 리커버리 솔루션 

및 데이터 컴퓨팅 사업부 부사장을 맡았다. 그전에는 EMC에서 채널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2006년

부터 2009년까지 EMC가 채널을 통해 신흥 및 커머셜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알프 부사장은 테라데이타

(Teradata), 오라클 호주 지사 및 NCR 코퍼레이션(NCR Corporation)을 포함 총 25년의 경력을 보유

하고 있다.  

http://www.purestorage.co.kr/


 

 

알프 부사장은 “엔터프라이스 스토리지 기술 분야에서 수십 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파괴적

인 변화의 중심에 혁신적인 플래시 및 데이터 중복제거를 제공하는 퓨어스토리지가 있다. 퓨어스

토리지의 올 플래시 기술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바꾸면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이같이 유능한 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 아

태 및 일본지역의 기업과 정부기관들에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리더십과 투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지역에 걸쳐 퓨어스토리지 아태지역 본부를 설

립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마이클 콘웰(Michael Cornwell)부사장은 이제 아태 및 일본지역의 최

고기술 담당자(Chief Technology Officer)로서 기술 선도와 시장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퓨

어스토리지의 설립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써 신임 알프 부사장과 함께 회사의 비즈니스와 기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3세대까지 출시된 플래시어레이(FlashArray)는 다양한 시장의 엔터프라이즈 고객과 데스크탑 

가상화(VDI),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가상화 등의 다양한 고성능 워크로드 및 애

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엄격한 탄력성, 확장성, 효율성 및 성능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획기적

인 스토리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100% 플래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센터 내의 광범위한 플래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디스크 중심의 어레이 스토리지와 비교해, 퓨어 스토리지는 100% 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어레이로 10배 이상 빠른 속도와 10배 이상 넓은 공간,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해 디자인된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는 서버가상화, 데스크탑가상화, OLTP 및 실시간 

분석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urestorag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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