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글로벌 리서치 발표 “한국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 가속화 중, 하지만 최적의 IT 전략을 찾는데는 아직 고심 중“
-

전세계 기업의 디지털 시대 인프라 전략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보안

국내 기업,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의 복합적 환경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 및 준비 시급

2017 년 7 월 13 일—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는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올플래시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kr,

지사장

배성호)가

‘에볼루션(Evolution)’ 글로벌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500 개 기업을 포함, 전 세계 9,000 여개
기업의 IT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및 머신러닝이 부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퓨어스토리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중 66%가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올리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한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전환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내〮외부적인
압력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기업의 54% 는 빠르고 혁신적인
변화를, 47% 는 장기적 경비 절감을 이루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원, 그리고 최적의 IT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전세계 기업들 가운데 50%가
기술적인 복잡성 및 이슈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동력이 되어 줄 최적의 IT 전략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며 조직 내에서 누가 주도를 할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1%의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24%) 및 SaaS(23%)에서 운영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기업은 25%에 그쳤고, 응답자의 49%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보안 문제라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IT 부서 담당자의 79%는 조직 내 주요 기술 도입 결정에 미치는 타
부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IT 환경

즉, 스토리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방식 및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제품 기획 관리 및 마케팅 팀의 의견 또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퓨어스토리지코리아의 배성호 지사장은 “AI, 빅데이터 및 분석 등의 트렌드로 시작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IT
부서의 전략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및 데이터 스토리지 설계는 자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만이 가지는 장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기업의 IT 부서는 기업은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의 복합적 환경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인사이트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체 데이터 에코시스템
활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에볼루션 글로벌 설문조사 APJ 연구 보고서는 퓨어스토리지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퓨어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며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퓨어스토리지의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은

플래시어레이(FlashArray),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 및 시스코와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플래시스택(FlashStack)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우드로 연결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되어
어디서든 모바일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하고 에버그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영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원을

받는다.

퓨어스토리지의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기반 기술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영구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및 IT 를 변화시킨다.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만족도를 산업 표준 지표로 측정하는 성공
지수인 NPS 에서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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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확장되어

가는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퓨어스토리지의 고객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고객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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