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올-플래시 스토리지 기술 세미나 19 일 개최 

 

- 11월 19일(화) 오후 2 시부터,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복잡성 해결해 줄 플래시 스토리지 소개 

- VDI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사례 등 발표 

 

 

2013 년 11 월 11 일—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 지사장 강민우)가 오는 19 일 2 시부터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All-Flash & No-HDD 스토리지 데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4 년 비즈니스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가속화를 위해 빠른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가운데, 퓨어스토리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기종 데이타베이스 환경에서 플래시 스토리지의 강점에 대해서 조명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플래시 스토리지의 적용사례 중  VDI (데스크탑 

가상화)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20 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오라클 DBA 이자 야후!에서 DBA 및 DB 재해복구 

인프라를 담당한 경력을 가진 체이스 다이(Chas. Dye)가 Oracle, SQL Server, Postgres 및 기타 

다양한 DB 환경에서 어떻게 플래시 스토리지가 강점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다. 또한, 

시트릭스와 데이타코어 등에서 참여해 가상화 환경에서의 플래시 스토리지 운영의 장점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은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www.event-regist.com/purestorage/1119/regist.jsp?way=01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의 강민우 지사장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가상화 

및 클라우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래시 스토리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계식으로 동작하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디지털 방식의 플래시는 기본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퓨어스토리지가 각광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가 플래시 스토리지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와 플래시 스토리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 월 한국 지사를 설립한 퓨어스토리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9 년 9 월에 설립된 이후 VM 웨어의 설립자이자 전 CEO 였던 다이앤 그린, VM 웨어 

공동설립자인 멘델 로젠블룸, 데이터도메인의 전 CEO 였던 프랭크 슬루트먼 등 스토리지 분야 



 

권위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2013 년 가트너가 주목하는 ‘쿨 벤더(Cool 

Vendor)’로 선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로 스토리지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매 분기 

연속성장을 기록하며 약 10 억 달러(1 조 700 억원)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9 월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약 1 억 5 천만 달러(1 천 6 백억원) 규모의 E 시리즈(Series E) 자본 투자를 

유치해, 스토리지 업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퓨어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며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기술은 낮은 비용으로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고객의 비즈니스 및 IT 를 

변화시킨다.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m(FlashArray//m)은 데이터센터 내 다른 어떤 기술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우수하다. 또한, 플래시어레이//m 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스크톱 가상화, 실시간 분석 및 서버 가상화와 같은 성능 집약적 워크로드에 적합하다.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만족도를 산업 표준 지표로 측정하는 성공 지수인 NPS 에서 79 점을 받으며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 업체, 소비자 웹,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정부, 의료, 제조, 미디어, 소매 및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퓨어스토리지의 고객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고객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앞으로도 퓨어스토리지는 고객의 보다 빠르고, 지능적이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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