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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시장 조사 기관 DRAMeXchange에서는 1월 13일에 2021년 서버 DRAM 가격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SK하이닉스

의 실적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격 전망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21년 연간 기준 서버 DRAM 가격 전망치는 35~40% 상승하는 것이다. 서버 DRAM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2020년 

말부터 서버 DRAM 밸류 체인 (수요처, 공급사)에서 재고 수준이 감소해 수요처가 재고 축적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전망치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 4분기 13~18% 하락 이후 2021년 1분기 3~8% 상승, 2분기 8~13%, 상승, 3분기 

10~15% 상승, 4분기 5~10% 상승하는 흐름이다.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서버 DRAM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2021년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서버 DRAM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분기별로 서버 DRAM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시

기는 2021년 3분기이다. 

 

2021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버 DRAM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역 갈등의 지속과 일부 제품

의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재고 축적 강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종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

하는 TSMC는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준과 기간이 과거 대비 늘어났다는 

점을 연이어 언급했다. (We expect the supply chain and our customer to prepare a higher level of inventory compared 

to the historical season level for a longer period of time.)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DRAM 공급사 2곳 (Micron Technology, Nanya Technology)에서는 DRAM의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했다. DRAM 공급사들은 전방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모바일 DRAM, PC DRAM 등의 애플리케이션별 DRAM 생산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시장 조사 기관 DRAMeXchange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2분기가 되어서야 DRAM 공급사

들이 서버 DRAM 공급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 전체 시장에서의 서버 DRAM 출하 비중이 30%를 초반에서 중반까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RAM 생산 비중을 곧바로 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DRAM 공정용 웨이퍼가 투입돼서 출하될 때

까지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버 DRAM 가격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용 DRAM 가격과 함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SK하이닉스의 투자자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다. 2018년 영업이익이 20.8조 원

이었는데 2021년에 DRAM 업황이 개선되면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직 어려워 보인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서버 DRAM 시장의 주력 제품 가격이 2018년에 최고치 기준으로 300달러에 근접했었지만, 지금 (2021년 1

월) 기준으로 110달러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간 기준으로 35~40%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150달러 내외 수준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가 과거 고점을 경신했던 이유는 실적 측면에서의 과거 수준 회복보다 

업계 경쟁 강도 완화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중국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이 수년 전 대비 낮아졌다. 

 

시장 조사 기관 DRAMeXchange의 긍정적 전망치 제시와 1월 29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SK하이닉스의 영

업이익 전망치 평균 (2021년 9.3조 원)은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항

상 바뀌는데, 지금부터 1월 말까지는 PER 또는 PBR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보다 실적 추정치 (영업이익, EPS, BPS)의 

상향 조정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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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삼성전자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1.1.4 BUY 111,000   

20.9.13 BUY 86,000 -24.78% -5.81% 

20.7.31 BUY 80,000 -28.79% -26.00% 

20.7.20 BUY 66,000 -14.68% -10.61% 

20.3.27 BUY 61,000 -16.50% -9.02% 

20.3.15 BUY 63,000 -26.62% -22.38% 

20.1.31 BUY 67,000 -14.16% -7.76% 

19.12.31 BUY 63,000 -6.44% -0.95% 

19.9.30 BUY 60,000 -13.59% -5.50% 

19.2.7 BUY 56,000 -19.27% -11.61% 

18.12.27 BUY 45,000 -7.38%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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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12.6 BUY 160,000   

20.11.17 BUY 120,000 -15.35% -4.17% 

20.8.17 BUY 100,000 -17.98% -2.00% 

20.6.4 BUY 114,000 -26.26% -20.18% 

20.3.16 BUY 104,000 -21.32% -14.71% 

19.12.18 BUY 112,000 -13.99% -6.25% 

19.9.30 BUY 98,000 -16.34% -5.31% 

19.4.26 BUY 94,000 -21.46% -10.32% 

19.4.1 BUY 93,000 -14.81% -12.04% 

19.1.25 Neutral 78,000 -7.03% -0.77% 

19.1.21 Neutral 62,000 9.62% 7.42% 

18.12.27 Neutral 57,000 8.95% 1.23% 

18.12.17 Neutral 62,000 -3.09% -5.48%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3.28% 6.72% 0.00% 100% 

* 기준일: 2021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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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1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는 2021년 1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
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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