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국내 시장 확대 위해 SBCK와 총판 계약 체결 
 

2016 년 3 월 15 일 —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는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kr, 지사장 강민우)가 소프트뱅크 그룹의 한국 내 자회사인 

에스비씨케이(대표 이승근, 이하 SBCK)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1] Pure Storage-SBCK 총판 계약 체결식 

왼쪽부터 SBCK : 김현석 클라우드 총괄부서장, 이진철 영업 본부장, 이승근 SBCK대표, Pure 

Storage : Michael Alp APJ 부사장, Jonathan Martin CMO, 강민우 Pure Storage 지사장 

 

이번 총판 계약을 통해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기반을 공공시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시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고객들이 퓨어스토리지의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올-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BCK 는 금융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의 폭넓은 고객층을 통해 이러한 

퓨어스토리지의 저변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IDC 의 2015-2019 년 국내 올-플래시 어레이 및 하이브리드 플래시 어레이 시장 전망 

보고서(Korea all-Flash Array and Hybrid Flash Array 2015-2019 Forecast)에 따르면,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은 2019 년에 4500 억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특히 올-플래시 

어레이 시장은 연평균 2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퓨어스토리지는 더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SBCK와의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퓨어스토리지는 올-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독립 기업이다. 2009 년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스토리지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작년 10 월에는 IPO 를 

통해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전 세계 1,650 개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써드파티에 

의해 인증된 고객추천지수(NPS)에서는 B2B IT 기업 중 1 위인 79 점을 기록하는 등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 IDC 가 발표한 ‘IDC 마켓 스케이프: 글로벌 올 플래시 어레이 벤더 

분석’ 보고서에서 올 플래시 독립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리더 그룹으로 분류돼 시장 영향력을 

입증했으며, 가트너를 비롯한 다수의 시장조사기관으로부터 올 플래시 시장의 리더로 평가 받고 

있다. 

 

SBCK 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991 년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로,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유통사 중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SBCK 의 이승근 대표는 “스토리지 

분야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퓨어스토리지와의 총판 계약은 SBCK 가 추구하는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고객들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는 강민우 지사장은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의 리더인 퓨어스토리지와 IT 유통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와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의 탄탄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SBCK 와의 

총판 계약은 스토리지 시장에서 유의미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SBCK 와 협력해 향후 국내 

고객을 위해 산업별 핵심 솔루션, 성공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이 보다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퓨어스토리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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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Array//M)은 데이터센터 내 다른 어떤 기술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우수하다. 또한, 플래시어레이//m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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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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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고객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앞으로도 퓨어스토리지는 고객의 보다 빠르고, 지능적이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에스비씨케이에 대하여 

㈜에스비씨케이(SBCK Corp.) 는 손정의 회장이 설립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한국 내 자회사로 

1991년 설립되었으며 약 1,300개의 파트너 사를 보유한 국내 No.1 ICT Distributor이다. 

MS/Adobe/Autodesk 등의 주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엔드포인트 보안에서부터 

네트워크 영역에 이르는 Cloud Stack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및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손정의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 및 미국 3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를 포함, 약 1,200개의 인터넷 관련 투자기업을 통해 글로벌 제 1의 모바일 

인터넷 기업을 그룹의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Smart Robot인 페퍼(Pepper)를 공식 판매하며 인간과 호흡하는 감성인식 로봇의 장을 열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민커뮤니케이션 

김준경 이사 / 정유림 A.E 

02-3495-7846 / 010-9914-5529 

pure@mincomm.com 

 

㈜에스비씨케이 (SBCK Corp.) 

장세종 팀장 

02-2187-0071 / 010-7752-1117 

scott.jang@sb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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