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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ly(뉴욕, FSLY)
(엣지 컴퓨팅, CDN 기술의 선두주자)
기업개요

Fastly 는 엣지컴퓨팅과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업이다. 전 세계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며 세계
55 개 시장에 72 개의 엣지 네트워크 지점이 있다. FASTLY 의 장점은 CDN 소프트웨어의
API 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CDN 을 이용하면 트래픽이
분산되고 전송 속도가 개선되어 콘텐츠 로딩 시간이 절반까지 줄 수 있다.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

산업 분류

소프트웨어

시가총액(달러)

126.59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14.64 조원
2 억 달러
X

Share

1.052 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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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오늘날 데이터량이 점점 많아지게되어 기업들이 중앙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게되면
데이터가 집중화되어 트래픽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추세가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변화되고 있다.
엣지 컴퓨팅 – 클라우드 중앙 서버에 집중된 데이터의 이동을 분산하는 것이며 중앙에
과부화된 것을 엣지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에서 용량이 큰 이미지나 영상
같은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여러 임시
저장 서버에 옮겨둔 후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임으로써 스트리밍 같은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게임이나 앱을 구동시키기에 최적화된 서버플랫폼이다.
회사는 완제품이 아닌 조립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클라이언트 제품에 CDN
기술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 IT 기업 아마존, MS,
구글 등과의 파트너십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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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고객사로는 Shopify, 에어비앤비, 핀터리스트, Tiktok 등이 있다. 2019 년 지역별 매출비중은 미국 71.3%, 해외 28.7%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트래픽 증가의 수혜를 받고 있다. 3 월에 트래픽이 45%
증가하였다. 코로나 발생 이후 3 월 10 달러에서 현재 100 달러로 10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Fastly 는 TikTok 이 올해 상반기 동안의 매출액에 약 12%를 차지하였지만, 틱톡의 사용금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 양으로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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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당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10TB 당 0.08~0.24 달러다. 트래픽 증가는 당사의 매출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Fastly 2020 년 상반기 손익계산서

Fastly 일년 일봉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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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edmarketsearch 에 따르면 엣지컴퓨텅 시장 규모는 2017 년 17 억 달러에서 2025 년 165 억 달러로 연 평균 32.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 년 8 월 27 일 Signal Sciences 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Signal Sciences 는 API, 웹, 모바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이 구축되있다.

전망
전세계 연간 IP 트래픽은 2017 년 1.5ZB 에서 2022 년 4.8ZB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비디오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과 함께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5G 산업이 본격화되면 트래픽이 증가되어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
2022 년, 75% 데이터가 엣지 컴퓨팅으로 발생할 예정이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Notice
본 조사자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본 자료에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