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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M 업체로 포츈 글로벌 500 기업 중 80%가 동사 서비스 이용 중 

 IT 투자 성장화&디지털 전환으로 ITSM산업은 ‘20~ ‘25년 CAGR 8.5% 성장 전망 

 신속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 차지 

 시가총액 1,267억 달러로 2022년 기준 PER 88.3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부담 

 
현지명 ServiceNow Inc. 

한글명 서비스 나우 

시가총액(조원) 160 

설립연도 2003 

설립자 Fred Luddy 

본사 위치 California 

현 CEO Bill McDermott 

  

52주 최고/최저(USD) 708/448 

배당수익률(21F, %) -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ed Group 8.0 

T.Rowe Price Associate 7.4 

BlackRock Institutional  4.6 

  
  

 1M 6M YTD 

주가상승률 -7.2% 35.7% 15.7% 
 

결산기(12월) 2020A 2021E 2022E 

매출액(백만USD) 4,519  5,883  7,381  

영업이익(백만USD) 198.9  1,473  1,835  

당기순이익(백만USD) 118.5  1,196  1,484  

EPS(원) 0.6  5.9  7.2  

증감률(%)  870.2  21.8  

PER(배) 686.6  107.6  88.3  

ROE(%) 4.8  36.2  32.1  

PBR(배) 38.0  32.8  23.7  

EV/EBITDA(배) 171.1  64.6  53.5  

 

 

고지사항 

본 자료는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만을 목적

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오차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

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나우 기업 개요 

2003 년 설립된 ITSM(IT 서비스 관리) 서비스 기업. 단일 모듈의 SaaS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35%로 압도적 1 위 차지. 주요 고객층은 대기업으로, 현재 

포츈 글로벌 500 기업 중 80% 이상이 동사 서비스 이용 중. 

구독모델을 기반으로 동사 솔루션은 크게 IT 부서, 직원/고객, 개발용 워크플로우로 구성. ‘나우 

플랫폼’이라 불리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In-Bound 여러 부서 일의 흐름을 하나로 엮어주는 서

비스 제공. 이는 한 부서에만 특화된 경쟁사(SAP, SalesForce, Workday 등)와 가장 큰 차별점. 

경쟁사 IT 소프트웨어 도입도 용이하게 해주는 ‘플랫폼의 플랫폼’ 성격을 가짐.  

‘21 년 및 ‘22 년 연간 매출액 컨센서스는 각각 58.8 억달러(YoY +30.2%), 73.8 억달러(YoY 

+25.4%). ‘22 년 기준 PER 은 88.3 배로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부담.  

소개포인트  

(1) SaaS 모델 下 매출 성장성&안정성 보유: ‘21년 3분기 재계약율 98%, 대형고객 평균 순계

약가치는 360 만달러(YoY +9.1%)를 기록하며 구독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락인효과와 업셀링

이 잘 나타나고 있음. 

(2) 포트폴리오 다양화, 고객군 다변화: 기존 IT 솔루션(ITSM)에서 고객/직원, 개발용 워크플로

우까지 포트폴리오 다양화. 이를통한 교차판매 활발히 진행. 5 개 이상 솔루션 이용 고객 비율 

폭증(‘16 년 26%→ ‘20 년 65%).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IDE 법안(정부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

환)으로 IT 인프라 투자 증가 증가. 최근 국토안보부 등에 코로나 관련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수주했으며 지속적인 추가 공급 전망.  

‘21년 3분기 실적 Review  

‘21 년 3 분기 실적은 매출액 15.1 억달러(YoY +31.3%), 조정 영업이익률 25.9%, 잔여계약

가치 97 억달러(YoY +32.9%), 대형구매고객 1,266 개(YoY +25.1%) 기록. 3 분기 가이던스

를 매출액 1 억달러, 조정 영업이익률 3pt 상회. 특히 10 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 31.2% 기록

하며 고성장세 유지. 

4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15.15~15.2 억달러(YoY +28%), 조정 영업이익률 22%, cRPO(1 년 

이내에 수익으로 인식될 계약금액) 55 억달러(YoY +27%)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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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리오프닝에 따라 성장하는 ITSM시장 

 ITSM(IT Service Managemetn, IT 서비스 관리)은 기업 내부 IT 부서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서비스. 

회사 업무 시스템(WorkFlow) 개발, 사무자동화 및 시스템 오류 수정 등의 운영까지 IT 부서 업무

를 아웃소싱하는 개념. 

 ITSM 은 기업 고객의 요구에 따른 신속한 개발, 상이한 기존 IT 시스템 아치텍쳐와 호환되는 유

연성이 가장 중요함.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점으로 한 서비스나우, BMC, MS 가 각각 35%, 14%, 

1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해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20년까지 코로나 19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IT 투자지출을 줄여왔었음. 하지만 가

트너에 따르면 ‘21 년부터 리오프닝, 디지털 전환 등으로 IT 투자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IT 부서에서 이를 모두 개발, 관리, 운영하

는데 한계에 봉착.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통합 관리 등의 ITSM 중요성이 부각. 이런 흐름 속

에서 해당 시장은 ‘20 년 69 억달러에서 ‘25 년 104 억달러로 CAGR 8.5% 성장이 전망됨.  

도표 1.  IT지출을 다시 늘리고 있는 기업들  도표 2.  ITSM 산업의 최강자 서비스나우 

 

 

 

 

자료: 가트너, 유진투자증권 
 

 
자료:IDC, 유진투자증권 

 

도표 3.  고성장이 전망되는 ITSM 산업  도표 4.  디지털 전환에서 기존 IT부서가 가지는 한계 

 

 구분 효익 

 

멀티 클라우드 적용, 온프레미스 레거시 인프

라 적용 과정에서 복잡성 증가 

 

클라우드 사용 관리 미비로 관련 비용 증가 

 

셀프 서비스 요청에 대한 클라우드 거버넌스 

및 가시성 부재 

 

자료: IDC, 유진투자증권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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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징검다리 ‘서비스나우’ 

 서비스나우는 기업 내 워크플로우 자동화, IT 서비스 관리·지원하는 ITSM 분야 최강자. 단일 모듈

의 SaaS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35%로 1 위 기록. 가트너로부

터 ITSM 부문 8 년 연속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erant) 리더로 선정됨. 주요 목표 고객층은 

대기업. 현재 포츈 500 대 기업의 80%이상, 글로벌 2000 기업 중 42%가 동사 서비스 이용.   

 동사 솔루션은 크게 IT 부서, 직원/고객, 개발용 워크플로우로 구성. 모든 솔루션은 ‘나우 플랫폼’

이라 불리는 하나의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를 갖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됨. 이는 동사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경쟁자인 SAP, SalesForce, Workday 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경쟁사들은 

한 부서(영업, 재무, 인사 등)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서비스나우는 In-Bound 여러 부서

의 일의 흐름을 하나로 엮어주는 ‘플랫폼의 플랫폼’ 제공.  

 서비스나우의 사업 부문별 매출은 구독매출, 전문가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이 각각 94%, 6%를 

차지. 디지털 전환 수요가 증가함께 따라 동사 구독매출 비중은 꾸준히 상승 중. 지역별 매출은 

북미 63%, 유럽 27%, 아시아 10%로 북미 중심의 매출 구조를 보임. 

도표 5.  서비스나우 솔루션의 특장점 

분류 및 이름 특징 

① 특징 

모든 솔루션의 근본에는 ‘나우 플랫폼’이 존재. 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모든 작업의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뤄지게 해 업무 효율성을 높임(신속성, 유연성) 

②나우 플랫폼(플랫폼의 플랫폼) 

하나의 데이터 모델과 하나의 아키텍처를 갖춘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속도, 유연성을 가진 것이 특징 

고객의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 및 레거시 시스템과 통합 및 상호 운용되므로 고객은 원하는 기록 및 협업 플랫폼 시스템에 워크플로우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② 주요 솔루션 설명 

(1) IT 워크플로우 

IT Service Management (ITSM) IT 부서의 일을 구조화, 통합, 관리 및 자동화. IT 사고 및 오류를 자동 기록 및 해결.(IT부서 지원) 

DebOps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통합 지원. 개발, 테스트, 배포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자동화 서비스, 단일 대시보드 제공 

IT Operation Managemetn (ITOM) 고객 기존의 IT 인프라를 동사 플랫폼에 연결 지원. IT 자원에 대해 현황을 살필 수 있고 관련 비용 최소화 지원 

(2) 직원 워크플로우 직원들이 마주하는 인사, 회사 시설 예약 등 백오피스 서비스 자동화 및 디지털화. 여러 백오피스 부서의 일의 흐름을 하나로 엮어줌 

(3) 고객 워크플로우 고객 제공 일상적 서비스 디지털화 및 자동화 솔루션. 고객 구매팀- 재무팀 등 여러 부서를 오고가야할 일을 원스톱으로 제공 

(4) 개발 워크플로우 나우 플랫폼 下에서 자신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에 맞게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배포 등을 빠르게 도와줌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서비스나우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  도표 7.  서비스나우 지역별 매출액 비중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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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서비스나우가 보유한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도표 9.  회사 부서 간 워크플로우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플랫폼’ 서비스나우 

 
자료: LG CNS,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무 자동화 지원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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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리뷰 

 ‘21 년 3 분기 실적은 매출액 15.1 억달러(YoY +31.3%), 조정 영업이익률 25.9%, 잔여계약가치 

97 억달러(YoY +32.9%) 기록. 3 분기 가이던스를 매출액은 1 억달러, 조정 영업이익률은 3pt 상

회하였음. 또한 10 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 31.2%를 기록하며 고성장세를 보이는 점은 고무적. 

 기업들의 IT 투자지출 증가로 cRPO(1 년 이내에 수익으로 인식될 계약금액) 50 억달러(YoY 

+31.6%), 100만달러 이상 구매고객 1,266개(YoY +25.1%)기록. 동사가 주로 타게팅하는 대기

업 고객수의 꾸준한 증가 및 내년에도 보장된 고성장은 긍정적임. 

 4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15.15~15.2 억달러(YoY +28%), 조정 영업이익률 22%, cROP 55 억달

러(YoY +27%) 제시.  

 
 
 
 
 
 

도표 11.  10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 31.2% 기록  도표 12.  조정영업이익률 3pt 가이던스 상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대기업 고객수는 꾸준히 증가  도표 14.  서비스나우 분기별 잔여계약가치(RPO)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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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나우 주요 강점 2가지 소개 

 많은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들은 아마존의 ‘FlyWheel’ 전략으로 높은 성장성을 담보로 안정성을 

희생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나우는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를 갖주고 있음. 

 ①SaaS 모델 下 매출 성장성&안정성 보유: 구독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락인효과와 업셀링이 잘 

나타나고 있음. ‘21 년 3 분기 동사 솔루션 재계약율은 98%, 대형고객(100 만달러 이상 구매)의 

평균 순계약가치는 360만달러(YoY +9.1%)를 기록. 높은 재계약율과 순계약가치의 꾸준한 증가

는 구독모델 기업으로서 사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여줌. 

 ② 포트폴리오 다양화, 고객군 다변화: 신속성, 유연성을 가진 나우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IT 솔

루션(ITSM)에서 고객/직원, 개발용 워크플로우까지 포트폴리오 다양화. IT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

객에게 다른 솔루션도 교차 판매 진행. ‘16 년 5 개 이상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은 26%였지만 

‘20 년 65%로 관련 비율 폭증 시현. 또한 정부향 수주 증가는 매출 성장의 또다른 촉매가 될 것. 

미국 연방정부의 IDE 법안(정부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 이후 IT 지출이 꾸준히 증가. IDC 에 따

르면, ‘24 년 미국 연방정부 IT 지출액은 973 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등에 코로나 관련 솔루션을 수주했으며 지속적인 추가 공급이 전망됨. 

 

도표 15.  업셀링 효과를 나타내는 순계약가치의 증가  도표 16.  높은 재계약율로 강력한 락인효과를 입증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65% 이상이 5개 이상의 솔루션 이용  도표 18.  미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수요로 관련 지출 증가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자료: ID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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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9.  서비스나우 가이던스 

2021년 4분기 가이던스 증가율 컨센서스 

구독매출(백만달러) 1,515 ~ 1,520 28% 1,603 

조정 구독 수주잔고(백만달러) 2,305 ~ 2,310 26%  

조정 영업이익률 22% -  

cRPO 성장률 27% -  

2021년 가이던스 증가율 컨센서스 

구독매출(백만달러) 5,565 ~ 5,570 30% 5,883 

조정 구독 수주잔고(백만달러) 6,379 ~ 6,384 28%  

조정 구독 매출총이익(백만달러) 85%   

조정 영업이익률 25%   

조정 Free CashFlow 마진 31.5%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도표 20.  분기 실적 추이  

 1Q19A 2Q19A 3Q19A 4Q19A 1Q20A 2Q20A 3Q20A 4Q20A 1Q21A 2Q21A 3Q21A 

매출액(백만달러) 788.9  833.9  885.8  951.8  1,046.3  1,070.8  1,152.0  1,250.3  1,360.0  1,409.0  1,512.0  

증가율(%, YoY) 33.9  32.1  31.6  33.0  32.6  28.4  30.0  31.4  30.0  31.6  31.3  

서비스별 매출액(백만달러)            

구독 740.0  781.0  834.9  899.2  994.7  1,015.5  1,091.4  1,184.2  1,293.0  1,330.0  1,427.0  

전문가 서비스 및 기타 48.9  52.9  50.9  52.6  51.6  55.3  60.6  66.1  67.0  79.0  85.0  

서비스별 비중(%)            

구독 93.8  93.7  94.3  94.5  95.1  94.8  94.7  94.7  95.1  94.4  94.4  

전문가 서비스 및 기타 6.2  6.3  5.7  5.5  4.9  5.2  5.3  5.3  4.9  5.6  5.6  

수익(백만달러)            

매출원가 186.3  198.1  200.8  211.5  223.4  232.9  251.7  279.1  299.0  329.0  350.0  

매출총이익 602.7  635.8  685.0  740.3  823.0  837.9  900.3  971.2  1,061.0  1,080.0  1,162.0  

판매관리비 618.4  662.8  628.7  711.8  773.6  775.6  830.9  953.3  964.0  1,029.0  1,088.0  

영업이익 -15.7  -27.0  56.3  28.5  49.3  62.3  69.3  17.9  97.0  51.0  74.0  

세전이익 -11.5  -16.3  60.8  34.2  48.4  62.0  25.4  13.4  99.0  50.0  68.0  

당기순이익 -1.5  -11.1  40.6  598.7  48.2  40.8  12.9  16.6  82.0  59.0  63.0  

잔여계약가치(십억 달러)            

전체 5.1  5.4  5.6  6.6  6.6  7.0  7.3  8.9  8.8  9.5  9.7  

1년이내 인식 잔여계약 2.5  2.7  2.8  3.3  3.3  3.5  3.8  4.4  4.4  4.7  5.0  

1년이후 인식 잔여계약 2.6  2.7  2.8  3.3  3.3  3.5  3.5  4.5  4.4  4.8  4.7  

자료: 서비스나우, 유진투자증권 
 
 
 
 
 

  



ServiceNow Inc. (NOW.us) 

 

8_ Eugene Research Center 

 

도표 21.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비교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워크데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통화 USD USD USD USD USD USD 

 현재주가(현지통화) 637  291  665  274  338  93  

 시가총액(백만USD) 126,745  285,300  316,483  68,570  2,535,295  254,069  

매출액 20A 4,519  17,098  12,868  3,627.2  143,015  39,068  

(백만USD) 21F 5,883  26,335  15,756  5,100  195,005  42,352  

 22F 7,381  31,760  18,223  6,076  222,018  44,063  

영업이익 20A 198.9  297.0  4,237  -502.2  52,959  13,896  

(백만USD) 21F 1,473  4,901  7,254  1,074  81,158  18,906  

 22F 1,835  6,343  8,305  1,140  93,146  19,705  

순이익 20A 118.5  126.0  5,260  -480.7  44,281  10,135  

(백만USD) 21F 1,196  4,297  6,004  961.3  69,000  13,112  

 22F 1,484  4,795  6,797  928.0  77,609  13,757  

EPS 20A 0.6  0.2  10.9  -2.1  5.8  3.2  

(USD) 21F 5.9  4.4  12.5  3.7  9.2  4.7  

 22F 7.2  4.6  14.2  3.6  10.4  5.1  

PER 20A 686.6  - 44.0  - 35.1  17.1  

(배) 21F 107.6  65.8  53.3  70.2  36.6  19.8  

 22F 88.3  62.6  46.8  77.1  32.5  18.1  

PSR 20A 23.5  8.8  17.8  11.6  10.8  4.4  

(배) 21F 21.5  10.8  20.1  13.4  13.0  6.0  

 22F 17.2  9.0  17.4  11.2  11.4  5.8  

PBR 20A 38.0  4.8  17.2  17.2  13.0  13.7  

(배) 21F 32.8  5.1  21.0  15.4  13  - 

 22F 23.7  5.0  17.2  12.7  9.8  - 

EV/EBITDA 20A 171.1  45.9  44.4  553.9  21.8  11.0  

(배) 21F 64.6  37.1  39.0  45.1  25.5  14.1  

 22F 53.5  30.6  34.3  45.0  22.1  13.4  

ROE 20A 4.8  0.5  44.2  -21.6  40.1  59.9  

(%) 21F 36.2  10.3  42.6  25.4  41.4  181.2  

 22F 32.1  7.4  41.5  15.0  36.9  - 

주가수익률 1M -7.2  -0.4  3.4  -2.3  9.2  -5.4  

(%) 3M 2.8  11.9  1.3  13.0  10.8  4.3  

 6M 35.7  30.9  36.3  18.5  37.7  17.6  

 12M 22.0  13.1  44.4  32.4  60.7  65.7  

 YTD 15.7  31.0  33.0  14.5  51.8  43.7  

자료: Bloomberg 추정,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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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