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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나스닥, NVDA)
(그래픽처리장치(GPU) 1 위)
기업개요
엔비디아는 1993 년 창립되었으며 1999 년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다. 대표적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 칩셋 부문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다. 시장점유율이 73%이다. 고사양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시리즈는 유명하다. 당사의 GPU 는 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두뇌 역할을 한다. 현재 그래픽카드 제조에서 4 차
산업혁명 AI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중에 있다. AI 시대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 주목받을
사업 실체를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연산속도에 있는데 엔비디아는 320TOPS,
테슬라는 144TOP 으로 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센서로 포착된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GPU 연산은 필수적이다.
엔비디아는 현재 개발된 기술은 PC 제조사, 서버 H/W 업체, 그리고 자동차 업체
등 270 여개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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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엔비디아는 GPU 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자와 기업에게 판매한다.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GPU 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엔비디아 독점인 상태다. GPU 반도체가 데이터센터, 게임,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 4 차 산업에 꼭 필요하다.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복합
처리하는 기능이 뛰어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Gaming 은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이다. FY16 부터 FY19 까지는 매년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지만, FY20 에는 역성장을 했다. 역성장의 이유로는 비트코인
채굴기용으로 과도하게 공급되었던 그래픽카드의 재고 문제였다.
데이터센터 부문은 FY16 부터 FY19 까지 매년 72%로 크게 성장하였다. 고성능의
GPU 의 수요증가와 Cloud 사업의 성장으로 기대되는 사업 영역이다.
전문 시각화 부문에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각화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있어 당사의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20%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 비중은 게이밍 51%, 데이터 센터 27%, 전문 시각화 11%, Auto 6%, 기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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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액
구분
GPU
Tegra Processor(칩)

매출액
94 억 6500 만 달러
14 억 5300 만 달러

매출액비중
86.7%
13.3%

지역별 매출액
구분

매출액

대만
중국

30 억 2500 만 달러
27 억 3100 만 달러

그외 아시아
유럽

26 억 8500 만 달러
9 억 9200 만 달러

미국
기타
합계

8 억 8600 만 달러
5 억 9900 만 달러
109 억 1800 만 달러

매출액비중
27.7%
25.0%
24.6%
9.1%
8.1%
5.5%
100.0%

최근기사
로이터통신은 21 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플로리다 주립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망
2024 년부터 시판될 예정인 벤츠의 자율주행차는 엔비디아의 기술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픽 프로세서 반도체의 핵심은 딥
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처리해 내는 슈퍼컴퓨팅 기술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기술이 시스템 반도체의 딥 러닝과 슈퍼컴퓨팅 기술이라 회사에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경쟁력 높은 그래픽 기술력과 계속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호환성은 당사가 계속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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