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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스토리지 스캇 디첸 CEO, CRN 올해의 100 대 기업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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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 지사장 강민우)는 자사의 스캇 디첸(Scott Dietzen) CEO 가 

CRN 이 선정한 ‘2013 년 100 대 최고 임원’ 및 ‘올해 최고 혁신가 25 인’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북미 채널 임원을 선정하는 ‘올해 최고 혁신가 25 인’은 비즈니스와 

영업에 영향을 주는 채널 영향력, 유효성, 지명도에 대한 SP(솔루션 제공 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CRN 편집자들에 의해 선정된다. 평가 기준은 애뉴얼 리포트 카드(Annual Report Card) 

및 채널 챔피언(Channel Champions)를 포함해 더 채널 컴퍼니(The Channel Company) 리서치 

프로젝트 내 채널 판매량, 채널 투자 및 자원, 채널 지지 및 가시성과 성과 등에 의해 고려됐다. 

 

더 채널 컴퍼니의 CEO 로버트 팔레트라(Robert Faletra)는 “CRN 100 대 최고 임원에 선정된다는 

것은 IT 채널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것이며 업계에 성공적인 리더, 혁신가, 

주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는 최근 퓨어스토리지 파트너 자문 위원회(PAC)를 설립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추가, 

혜택 및 교육 툴, 세일즈 지원 기능을 확대한 퓨어스토리지 파트너 프로그램(P3)을 선보이며 

채널에 투자해 왔다. 그 결과 파트너에 의한 비즈니스는 전 분기 대비 125% 성장했으며, 

북미에서 솔루션 파트너는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적으로도 채널 망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EMEA 및 APAC 전체에 걸쳐 전략적인 리셀러 파트너십 및 총판 계약을 

맺고 있다. 

 

퓨어스토리지 데이비스 햇필드(David Hatfield) 사장은 “탄탄한 파트너 에코시스템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은 퓨어스토리지의 글로벌 고투마켓 전략의 핵심이며, 파트너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 최상의 지원, 교육 및 세일즈 툴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스캇 디첸 CEO 는 

파트너들이 플래시 스토리지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를 혁신한다는 퓨어스토리지 미션의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원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준다. 파트너와 함께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 고객들의 플래시 어레이 도입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RN 이 선정한 ‘2013 년 100 대 최고 임원’은 CRN 10 월호에 게재되었으며, 온라인 www.cr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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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배 이상 빠른 속도와 1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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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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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