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지표 및 뉴스
2021. 2. 26

반도체
2 월 서버 DRAM 고정거래가
반도체/디스플레이

[DRAMeXchange 2월 서버 DRAM 고정가 발표]

Analyst 김선우
02. 6454-4862
sunwoo.kim@meritz.co.kr

- 32GB 서버 DRAM 1월 고정가는 115달러에서 3.48% 상승한 119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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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분기 중 중간 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시현)
- 서버 DRAM의 생산 캐파는 2020년 말 이후 30% 감소. 이는 응용처 간 수
급 균형 뿐 아니라, 각 판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조사들의 선택
- 전방 컨수머 수요 증가가 1분기에이어 2분기까지 상승 유지될 전망. 낮아진
캐파 계획을 이어지고 있어, 서버 DRAM은 2분기에 활발히 출하될 전망
- 전반적으로 판가 흐름 역시 서버 DRAM 수요 증가에 기반해 견적가는 공격
적으로 상승 예상
- 8Gb 모노 다이의 공급이 점진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저용량 완제품의 재고
수준이 낮아져 향후 8-16GB 제품의 가격 인상 전망
- 서버 DRAM의 가격이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는 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
요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지속 증가를 보이는 중. 일부 수요는 하반기까
지 지속될 전망
- 그간의 가격 하락과 증가하는 수요로 2분기 고정가는 10-15% 상승 예상.
32GB ASP 140달러대로 인상 전망하며 부분적으로 최대 20%까지 상승 가능
- 1분기 전체 고정거래가 평균 8% 상승 전망하며 향후 3분기까지 고정거래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메리츠 코멘트: 32GB 서버 DRAM은 금주에 이미 140달러대에 거래되기 시
작. 이는 금일 발표된 DRAMeXchange 판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 1) 중국
등 국지적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폭등 현상과 2) 가파르게 올라가는 서버
DRAM 견적가, 3) 최근 회복을 보이는 중국 스마트폰 출하 동향을 감안 시 향
후 DRAM 판가 전개 속도는 시장 예상을 능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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