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순 추천 고객지수(NPS) 83.5점으로 상승하며 B2B 기업 

상위 1% 달성  

 

하드웨어 벤더 평균인 16점 보다 약 65점 이상 높아 

 

2016년 10월 06일-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강민우)는 새트매트릭스(Satmetrix)가 B2C 및 

B2B 기업 전반에 걸쳐 실시한 순 추천 고객지수(Net Promoter Score; NPS) 조사에서 83.5점을 기록하며 

상위 1 %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더 높아진 점수는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퓨어스토리지의 기업 미션이 반영된 것이다. 

 

새트매트릭스의 리차드 오웬(Richard Owen) CEO는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걸쳐 NPS기준을 확립해 온 

지난 15 년 동안, B2B 기업은 고사하고 소비재 기업이 75 점 이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었다. 

퓨어스토리지는 B2B 기업 상위 1%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퓨어스토리지의 83.5 점은 B2B 하드웨어 벤더는 물론 텔사(81 점)와 애플 아이폰(63 점)과 같은 유명 

소비자 대상 기술 브랜드 및 제품 보다 더 높은 점수로, 하드웨어 벤더 평균인 16점 보다는 약 65점 

이상 상회한 점수다.  

 

퓨어스토리지 스캇 디첸(Scott Dietzen) CEO 는 "퓨어스토리지가 큰 성장을 기록한 해에 순 추천 

고객지수 또한 상승한 것은 이제 퓨어스토리지에 ‘고객만족’이라는 DNA 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근 퓨어스토리지는 두 번째 제품이자 비정형 워크로드에 최적화 된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를 

출시한 데 이어, 고객들이 플래시를 저장매체로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버그린 TM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발표했다. Right-Size 보장 프로그램과 Capacity Consolidation 

프로그램은 빠르고 중단 없는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스토리지에 대한 고객의 투자를 보호한다.   

 

퓨어스토리지 스캇 디첸 CEO 는 "퓨어스토리지는 6 년 전,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토리지를 만들어, 스토리지의 구축, 구매, 관리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높은 순 추천 고객지수가 바로 이러한 퓨어스토리지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채널 우선적 접근방식과 유지보수에 대한 혁신을 보여준 에버그린 스토리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퓨어스토리지의 선제적 기술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http://www.purestorage.com/kr
https://www.purestorage.com/company/news-and-events/press/ps_introduce_fb.html


 
일례로, 노후화 된 시스템과 저성능의 스토리지 인프라 때문에 스토리지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직면했던 드렉셀 대학(Drexel University)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퓨어스토리지의 에버그린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제거하며, IT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 

 

드렉셀 대학교(Drexel University) 토마스 드키아로(Thomas DeChiaro) 부사장 겸 CIO 는 "기업의 

입장에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는 반면, 고객들은 그에 수반되는 골칫거리들은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퓨어스토리지는 

클라우드와 같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퓨어스토리지의 업계 선도적인 순 추천 고객지수는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퓨어스토리지만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이며, 이는 고객의 행복을 위한다는 퓨어스토리지의 기업 이념을 뒷받침해준다. 

 

IDC의 에릭 버게너(Eric Burgener) 플래시 스토리지 연구 담당 이사는 "높은 고객 만족과 고객 경험은 

퓨어스토리지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다. 고객 성공을 위한 퓨어스토리지의 노력은 스토리지 업계 전반에 

걸쳐 고객의 기대치를 높였다. 그리고, 퓨어스토리지는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며 계속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고객들 사이에서 만족도 또한 향상됐다. 이는 기존의 스토리지 

벤더로부터 퓨어스토리지를 더욱 차별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고객의 평가 및 새트매트릭스의 순 추천 고객지수 보고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퓨어스토리지 블로그에서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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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은 비용으로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고객의 비즈니스 및 IT를 변화시킨다.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

레이//m(FlashArray//m)은 정형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는 비정형 데이터에 이

상적이다.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만족도를 산업 표준 지표로 측정하는 성공 지수인 NPS에서 83.5점을 받

으며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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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purestorage.com/pure-storage-announces-industry-best-net-promoter-score-of-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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