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스토리지,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 공개

고객들에게 새로운 혜택, 인센티브, 자격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2018 년 5 월 22 일 - 혁신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플래시
스토리지 플랫폼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가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큰 폭의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 개선된 이번 파트너 프로그램은 새로운 인센티브, 트레이닝, 지원 및 자격증을
통해 파트너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준다. 새로운 퓨어 파트너 프로그램은 Pure//Accelerate 2018
컨퍼런스 중에 열리는 글로벌 파트너 포럼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의 혜택은 오는 8 월 1 일부터
제공된다.

IDC 채널 및 얼라이언스 팀의 프로그램 부사장인 스티브 화이트(Steve White)는 "퓨어스토리지의
지속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은 파트너들에게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다양한 개선 사항들은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지원을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포괄적이며, 파트너들이 퓨어스토리지
제품을 통해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는 항상 100% 채널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트너를 효과적으로 유치 및 보유하고 파트너에 역량을 부여해주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툴과 리소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지속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퓨어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퓨어스토리지의 비즈니스 기준을 실천하는 파트너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의 새로운 혜택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프로그램 등급: 새로운 프로그램은 2 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파트너들이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제공한다. 모든 파트너들은 엔트리
레벨인 '프리퍼드(Preferred)' 등급에서 시작하며, 독자적으로 확보한 고객 수가 최소 한도를
충족하고, 영업 및 기술 경쟁력, 비즈니스 전문성 및 서비스, 마케팅 계획으로 구성된 퓨어의
비즈니스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파트너들은 최상위 등급인 엘리트(Elite)로 상향 조정된다.
엘리트 파트너들에게는 오는 2018 년 8 월에 등급 상태가 공지되며, 파트너들을 위한 등급
심사는 매년 진행된다.



파트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개선 사항은 파트너들에게 표준화된 할인 및 가격
목록이 제공되어, 각 파트너가 원활하게 자체적으로 영업 기회를 확보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트너들은 또한 강화된 툴들을 통해 솔루션 기반으로 고객에게 견적서와
제안서를 제공할 수 있다.



트레이닝: 퓨어스토리지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강화된 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완수한
후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퓨어스토리지는 Pure//Accelerate 2018 컨퍼런스 중에 열린
글로벌 파트너 포럼에서 퓨어스토리지 기본 테스트와 FlashArray 아키텍처 테스트를 선보인다.
연중에 추가적인 자격증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퓨어스토리지는 항상 까다롭게 파트너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최고의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다.
파트너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혁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파트너가 퓨어스토리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파트너, 서비스 및
비즈니스 개발 담당 부사장인 부사장인 마이클 소트닉(Michael Sotnick)은 전했다. 그는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파트너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 리소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퓨어스토리지의 신념을 보여준다. 퓨어스토리지의 파트너들은 고객들이 데이터와 증가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퓨어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퓨어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partnermarketing@purestorage.com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https://www.purestorage.com/company/reseller-partner/channel-partner-request-access.html

퓨어스토리지 소개
퓨어스토리지(NYSE: PSTG)는 혁신 기업들이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의 데이터 솔루션은 SaaS 공급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민간 기업 및 공공 기관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보안된 데이터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걸친 핵심 운영 환경, 데브옵스(DevOps) 및
현대적인 분석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으로 고객들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자사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새트메트릭스(Satmetrix)의 NPS 고객 추천 지수에서 B2B 기업 중 상위 1%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세계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분석 보고서:
가트너, 4년 연속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부문 리더로 퓨어스토리지 선정
IDC 마켓스케이프 보고서: 2017 올플래시 어레이 벤더 분석 보고서에서 퓨어스토리지를 시장 리더로 선
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