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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퓨어스토리지는
현대적인 데이터 경험을 제공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향상된 
비즈니스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인 퓨어스토리지는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현대적 데이터 경험을 제공하
며, 기업들이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걸쳐 자동화된 서비스
형 스토리지(storage as-a-service) 모델을 기반으로 비즈
니스를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연혁

설립 올플래시 선구자 플래시어레이
(FlashArray™)
출시

유럽에
첫 해외지사 설립

에버그린 스토리지
(Evergreen™ Storage),
무중단 업그레이드

퓨어1(Pure1®) 
클라우드 기반
관리

기업공개(IPO)
(PSTG)

플래시블레이드
 (FlashBlade™)
출시

업계 최초로 
완벽하게 준비된
AI 인프라
에이리(AIRI™) 출시

Mid 2018
서비스형 모델 
출시
(서비스형 퓨어, 
Pure as-a-Service)

스토어리듀스
(StoreReduce)
인수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연매출 
10억 달러
돌파

컴퓨버드
(Compuverde)
인수 

플래시어레이
(FlashArray™)
제품군 확대

2019
2019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부문
리더 선정

퓨어스토리지에 대해 고객 & 업계는 어떻게 말할까요?

순 고객 추천 지수 

86.6
2018 SATMETRIX NPS 
순고객추천지수, 
OWEN CX 인증

1%
미국 기업 평균

24
B2B 기업 상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퓨어스토리지, 2019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의 기업의 주요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스토리지(Primary Storage)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로 선정됐으며, 
비전 완성도 측면에서 최상위에 위치

전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산업군의 포춘 500대 
기업들이 퓨어스토리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공공 리테일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금융

수상 실적

훌륭한 고객과 파트너 그리고 혁신
적인 팀 덕분에 퓨어스토리지는 
업계 유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korea@purestorage.com

+82 2 6001-3330
뉴스,  보도자료, 수상 실적, 

IR, 블로그,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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