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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스토리지, SAP HANA 환경에 최적화된 향상된 성능 제공 
퓨어스토리지, 플래시 기반 기업용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SAP 인증 획득 

 

2015년 5월 11일 –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

(www.purestorage.co.kr, 지사장 강민우)는 플래시어레이(FlashArray) 400 시리즈가 SAP 하나

(HANA) 플랫폼을 위한 기업용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SA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고객들은 SAP 하나를 실행하는 환경에 필요한 복원력, 관리간소화 및 향상된 

성능을 제공받게 됐다. 또한, 퓨어스토리지는 SAP 하나 맞춤형 데이터센터 통합을 위한 SAP의 프

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이기종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지원을 받고, 

SAP 하나 기반의 기존 하드웨어 및 인프라 구성 요소를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SAP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처리 및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기능을 인메모리에 결합하며 예

측, 계획, 텍스트 처리, 공간 및 비즈니스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동일 아키텍처에 예

측 텍스트 분석, 공간 처리 및 데이터 가상화 같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소스 및 

구조에 걸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SAP 하나는 차세대 실시간 응용 프로

그램 구축 및 분석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다.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 및 SAP 하나는 고객들이 SAP 하나 플랫폼의 고급 기능을 완벽히 활

용 할 수 있도록 한다. SAP 하나 파트너 엔지니어링팀의 역량 강화 워크샵 및 기술 컨설팅은 퓨어

스토리지가 인증을 획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퓨어스토리지는 SAP와 지속적으

로 협력 할 계획이다. 

 

IDC의 연구담당 이사인 에릭 버게너(Eric Burgener)는 "SAP 하나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빠른 트랜

잭션 속도와 복잡한 쿼리 처리를 모두 처리하고자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퓨어스토리지와 같이 SAP 인증을 획득한 솔루

션은 고객들이 고성능 플래시 어레이를 믿고 구축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의 맷 킥스밀러(Matt Kixmoeller) 제품 마케팅 부사장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는 SAP 하나와 같은 현대적인 데이터 관리 플랫폼의 전례 없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진

화하고 있다"며 "플래시 기반의 솔루션은 IT혁신은 물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스마트하

고 더 빠른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한다"고 전했다.  

 

### 

 

http://www.purestorage.co.kr/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센터 내의 광범위한 플래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어레이는 전통적인 기계식 디스크 대비 더 

낮은 비용으로 뛰어난 성능 및 효율성을 제공한다. 성능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 어레이는 서버가상화 및 통합, 데스크톱가상화, OLTP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urestorage.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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