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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스토리지,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부문 3년 연속 리더로 선정 

 

비전 완성도 측면에서 리더 쿼드런트의 최상위에 위치 

 

2016 년 8 월 30 일 —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강민우)가 선도적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가 발표한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의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olid 

State Array; SSA)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퓨어스토리지는 3년 연속 

비전 완성도 측면에서 리더 쿼드런트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됐다.  

 

퓨어스토리지는 2009 년 설립 이래, 기존의 기업용 하드 디스크 어레이를 최신의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인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며 대규모 산업 혁신의 최전선에 

서있다. 2016 년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최초의 올-플래시 어레이인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를 공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새롭게 Right-Size 보장 프로그램 과 Capacity Consolidation 프로그램 을 추가한 

퓨어스토리지의 고객 중심의 에버그린 스토리지(Evergreen™ Storage) 비즈니스 모델은 

스토리지의 구축, 관리 및 유지하는 방법에 변화를 불러왔다. 에버그린 스토리지는 기존의 구매 

사이클에서 필수적이었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피하고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최신 

플래시 기술에 대한 이점을 고객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퓨어스토리지의 약속이다. 

고객과의 오랜 관계를 중요시하는 퓨어스토리지는 업계 최고의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2016 년 새트매트릭스(Satmetrix)가 실시한 NPS(Net Promoter Score; 순 추천 고객지수) 

조사에서 83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퓨어스토리지는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링크드인(LinkedIn), 

독일의 포뮬러 원 팀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MERCEDES AMG Formula One™),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의 프로야구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San Francisco Giant) 및 인적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워크데이(Workday) 등을 포함하여 50개국 이상에 걸쳐 122% 이상 

고객을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퓨어스토리지는 500개 이상의 특허 및 

특허 출원을 포함하여 IP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시장 내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퓨어스토리지 스캇 디첸(Scott Dietzen) CEO는 “작년 IPO를 시작으로 플래시블레이드 공개 

http://blog.purestorage.com/introducing-the-newly-expanded-evergreen-storage-guaranteed-capacity-that-stays-modern-and-dense/
http://blog.purestorage.com/non-disruptive-storage-consolidation-and-removal/


 
그리고 이번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더 선정까지 흥미진진한 1년이었다”며 “고객의 장기적 

파트너로서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며 꾸준히 발전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퓨어스토리지가 3년 연속 리더로 선정된 것은 

퓨어스토리지의 기술적인 차별성을 입증 받은 좋은 계기이다”고 밝혔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 부문 보고서는 

퓨어스토리지 마이크로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에 대하여 

매직 쿼드런트는 경쟁 상황을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시장 방향, 성숙도 및 참가업체들의 시각적 스냅샷을 

제공한다. 매직 쿼드런트는 기업의 비전과 실행력을 평가하는 이차원 매트릭스를 사용해 시장을 나타내고 

있다.  

 

가트너는 조사 보고서에 소개된 특정 업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기술 사용자들에게 높은 

순위의 업체만을 특별히 권장하지 않는다. 가트너 조사 발행물은 가트너 조사 기관의 견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적 진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트너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해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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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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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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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