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2013 년 전년 대비 700% 성장  

 

- 올플래시 스토리지 어레이 고객 도입률, 디스크 기반 솔루션 대비 큰 폭으로 

증가…기대 이상의 의미 있는 성과 달성  

 

2014년 3월 20일 -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퓨어스토리지 

(www.purestorage.co.kr, 지사장 강민우)가 2013년 전년대비 700%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높은 성

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퓨어스토리지가 지난 8월 스토리지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5천만 달러의 벤처투자 유치 발

표 이후 이룬 주요 비즈니스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년 대비 700% 수익 성장 

 2013 년 매 분기마다 50% 이상씩 성장 

 다양한 고객 현장에 10 개 이상의 퓨어 플래시어레이(Pure Flash Arrays)를 구축해 

“>1 페타바이트(PB) 클럽” 확보 (구축된 플래시 중 사용 가능한 것만 평가에 반영)  

 작년 대비 고객 기반 650% 증가 

 전 고객 기반에서 99.999%의 가용성을 확보 

 1000 번째 퓨어 플래시어레이 출하 

 계약체결을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전세계 200 개사 이상의 파트너 조직의 다계층 

네트워크를 포함, 이들로부터 채널 도달 및 생산성 3배 향상 및 신사업의 40% 소싱  

 가트너(Gartner)가 수여하는 2013 년 ‘쿨 벤더 어워드(Cool Vender Award)’를 수상 

 예약의 45%는 재구매 고객 

 미국 주요 도시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영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및 

뉴질랜드에 지사 설립 

 

퓨어스토리지의 스캇 디첸(Scott Dietzen) CEO는 “작년 한해 판매 및 제품 개발 관련해 야심 찬 

목표를 세웠는데,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해 기쁘다”며, “이 성과는 퓨어스토리지의 실행력과 애널

리스트들의 예상보다 엔터프라이즈 플래시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퓨어스토리지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광범위한 플래시 구축하는데 필요한 탄력성, 비용효율성 및 

예측가능한 성능을 제공해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했다”고 전했다. 

 

고객 중심의 스토리지 기업으로 발돋움 

퓨어스토리지는 플래시어레이 출시 이후, 비즈니스 지침을 새롭게 혁신함으로써 기존의 고루한 

http://www.purestora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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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및 서비스 기준을 탈피해 고객 중심의 경영을 펼쳐왔다. 퓨어스토리지가 이룩한 혁신은 

다음과 같다. 

 

 포에버 플래시(Forever Flash) 발표를 통해 고객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구입 및 

유지 보수 판도를 혁신 

 파격적인 환불보장 프로그램인 러브 유어 스토리지(Love your Storage)를 출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총 가격책정 방식(All-in pricing)을 통해 스토리지 

소유 비용 산출에 완벽한 투명성을 제공 

 대부분의 퓨어스토리지 제품의 경우, 별도의 교육,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전문 

서비스가 불필요해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 

 

그 결과, 퓨어스토리지는 업계 최초로 고객 만족도 95%를 달성했다. 퓨어스토리지의 고객사인 사

우스 플로리다 의과대학(USF Health)과 인베스텍 에셋 매니지먼트(Investec Asset Management)는 

플래시어레이 구축 후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사우스 플로리다 의과대학(USF Health) 

사우스플로리다 의과대학의 팀 브럼가드(Tim Brumgard)는 “우리는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교육과 보건을 통합하고 있다.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정보를 더 빨리 제공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

진다”며, “퓨어스토리지로 변경하자마자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지연시간(latency)

은 즉각 향상됐으며, 평균 지연시간은 1000%, 피크타임 동안의 지연시간은 2000% 감소했다. 기

존 8시간이었던 전자의무기록(EMR) 백업시간은 2시간으로 줄었고, 용량 및 기능 확대에 대한 운

영효율을 향상시켰다. 플래시어레이는 사우스 플로리다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높였다”고 말했다. 

 

인베스텍 에셋 매니지먼트(Investec Asset Management) 

인베스텍 에셋 매니지먼트 IT 인프라 서비스 담당 데이브 콤벤(Dave Comben) 총괄 팀장은  “전

세계에 전문 투자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인베스텍 에셋 매니지먼트는 가상환경으로의 전환 과정에

서 기존의 SAN(Storage Area Network)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스토리지 용량 부하를 안겨주게 

됐다”며, “퓨어스토리지로 변경 후, 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플래시어레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 SAN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물리적 서버를 가상화 서버로 

교체했으며, 이를 통해 생각조차 못했던 공유 데스크톱 200대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하드

웨어 소요공간을 80%까지 줄이고, 부하시간을 최대 10%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관리를 단순하게 

하고 기존 시스템의 무려 4배인 최대 600명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퓨어스토리지는 기

존 스토리지를 완전히 뒤엎은 셈”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위한 경영진 두 배로 확대 

최근 퓨어스토리지는 아태 및 일본 지역의 부사장으로 마이클 알프를 임명하고, 유럽, 중동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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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EMEA) 지역의 경영진을 확장했다. 퓨어스토리지는 기록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지사의 경영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에 걸쳐 도

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태 및 일본 지역과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다수의 임원진을 새

롭게 영입했다. 시스코(Cisco), 베리타스(Veritas), EMC, 바이올린 메모리(Violin Memory) 및 컴볼트

(Commvault)에서 합류한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퓨어스토리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EA) 지역 담당 스티븐 로즈(Steven Rose) 

부사장 

 퓨어스토리지 아태 및 일본(APJ) 지역 담당 마이클 알프(Michael Alp) 부사장 

 중앙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담당 카를로 울프(Carlo Wolf) 이사 

 북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담당 피터 가드(Peter Gadd) 이사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100% 플래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센터 내의 광범위한 플래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디스크 중심의 어레이 스토리지와 비교해, 퓨어 스토리지는 100% 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어레이로 10배 이상 빠른 속도와 10배 이상 넓은 공간,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해 디자인된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는 서버가상화, 데스크탑가상화, OLTP 및 실시간 

분석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urestorag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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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