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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스토리지, 테크 아메리카 재단의 2013 년 미국의 기술상 수상 

- 퓨어스토리지의 플레시 어레이, 서버와 스토리지 부문 최고 기술의 영예 거머져 

2013 년 7 월 11 일 –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 지사장 강민우)는 ’테크 아메리카 재단’이 주관하는 

‘2013 아메리칸 테크놀러지 어워즈’에서 서버 및 스토리지 관련 기술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테크놀러지 어워즈’는 미국 IT 업계의 전문가 및 기술산업 정보 제공 기관인 테크 

아메리카 재단의 임원들이 IT 제품 및 서비스 중 뛰어난 제품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번 ‘아메리칸 

테크놀러지 어워즈’에서 퓨어스토리지의 플레시 어레이는 전통적인 디스크 형식의 스토리지보다 

비용 대비 높은 성능과 우수한 효율성으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스토리지의 혁신을 인정받았다. 

테크아메리카 재단의 숀 오스본(Shawn Osborne) 회장은 “올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 서버 및 

스토리지 관련 분야에서 퓨어스토리지는 뛰어난 성과로 믿음을 주었다”며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퓨어스토리지는 2009 년부터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분야만을 개척해온 기업으로, 

플래시 기술의 수많은 장점들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주목 받고 있다. 퓨어스토리지는 

지난 3 년 동안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와 같은 다양한 산업 및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요구하는 탄력성, 확장성, 효율성 및 

성능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는 혁신적인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퓨어스토리지의 CEO 스캇 디첸(Scott Dietzen)은 "이번 수상은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부문을 넘어 다양한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 저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근본적으로 더 나은 저장환경 및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는 이번 아메리카 테크놀러지 어워즈에서의 수상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지난 5 월에는 네트워크 제품 가이드 "최고의 IT 하드웨어 신 기업"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고의 스토리지 솔루션" 카테고리 부문에서는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퓨어스토리지는 샌프란시스코 타임즈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회사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3 

AlwaysOn OnDemend Top 100 민간 기업에도 선정되었다. 

 

 

http://www.purestorage.com/


 

테크아메리카 재단 

테크아메리카 재단은 임원, 정책 입안자,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기술 산업의 규모, 범위, 개요 및 영향과 

번영, 안전 및 공공의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실현하는 정책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1981년 설립된 이 재단은 미국의 기술 업계를 대변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테크 아메리카의 

501c(3) 비영리 산하 조직으로서, 이 재단은 글로벌 경제 체제 내 미국의 경쟁력, 정부 혁신 및 여타 국가 

이익 영역 등과 같은 주제를 망라하는 산업, 정책 및 시장 조사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산업 

대표자와 함께 현안을 검토하고 재단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테크아메리카 재단에 대한 상세정보는( www.techamericafounda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퓨어스토리지 

100% 플래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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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어레이는 서버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OLTP 및 실시간 

분석 데이타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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