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Global Research
2020. 9. 2

지스케일러(나스닥, ZS)
(클라우드 보안전문 플랫폼)
기업개요

KEY DATA

지스케일러는 클라우드 보안 플랫 폼이다. 2007 년 9 월 Jay Chaudhry 와 K. Kailash 에

국가

미국

의해 설립된 IT 기업이며 전 세계에 총 직원수는 약 1,480 명이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IT/클라우드

시가총액(달러)

207.99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24 조 6884 억
3.03 억 달러
적자

Share

1 억 3051 만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보안 플랫폼 공급이다. 인터넷 액세스,
위협 방지, 데이터 보호를 전문으로 하고 인터넷, 클라우드 및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와 데이터 경로에 위치한 통합 지점을 제공하는 기업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7 년에 상장하여 지금까지 크게 성장해오고 있다. Forbes 400 개
기업을 포함한 3,900 명 이상의 고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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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일 평균 1000 억 건 이상의 트랙잭션을 기록하며 글로벌 150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부터 전세계 모든 사용자에게 로컬 커넥션을 제공한다. 10 년 간의 클라우드
운영 경험으로 사업에 최적의 보안 환경을 제공하며 일일 12 만개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와, 일일 1 억건의 위협 차단으로 보안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
코로나 19 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근무자들이 재택근무로 변화하면서 본사 데이터
센터의 보안 스택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은 확장성에 취약해질 수 있어
기업들이 점차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완전한 클라우드
기반의 지스케일러 서비스는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되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대표적으로 Zscaler 는
인터넷 액세스에서 보안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포트와 프로토콜에서 인라인 콘텐츠
검사 및 방화벽 액세스 제어를 통해 조직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또한 관리할 수 있다. 최근 5 월
29 일 미 국방부와 보안 클라우드 계약을 하여 지스케일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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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제품별 매출액
제품구분
보안 서비스

매출액

매출액 비중

3.03 억 달러

100%

19 년 지역별 매출액
구분
United States

매출액(USD mn)

매출액 비중

1 억 4881 만 달러

49.10%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9415 만 달러

31.10%

United Kingdom

3028 만 달러

10.00%

Asia Pacific

2384 만 달러

7.90%

575 만 달러

1.90%

Rest of world

전망
Starsian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보안 업계 시장은 2020 년에서 2025 년까지 연 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속적인 인터넷 사용증가와 클라우드 및 이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의 증가로 성장 가능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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