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5일 ]

SK하이닉스,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 매출액 6조7,727억 원, 영업이익 1조3,665억 원
(영업이익률 20%), 순이익 1조1,021억 원(순이익률 16%)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

SK하이닉스는 2019년 1분기에 매출액 6조7,727억 원, 영업이익 1조3,665억 원
(영업이익률 20%), 순이익 1조1,021억 원(순이익률 16%)을 기록했다고 25일(木 )
밝혔다. (K-IFRS 기준) 메모리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예상보다 빠른 가
격 하락으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32%, 69% 감소했다.
D램은 계절적인 수요 둔화와 서버 고객의 보수적인 구매가 지속되면서 출하량
은 전 분기 대비 8% 감소했으며, 평균판매가격은 27% 하락했다.
낸드플래시도 높아진 재고 부담과 공급업체 간 경쟁심화로 평균판매가격은 32%
하락했다.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6%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분기(2분기)부터는 모바일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하락 추세
에서 벗어나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6기가바이트(GB)에서 12기가바이
트(GB)에 이르는 고용량 D램을 채용하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서버용 D
램 수요도 점차 늘어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요가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1년 이상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
으며, SSD 채용 비율 확대와 함께 IT 기기에 탑재되는 낸드의 용량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 메모리 시장 하강국면에 대처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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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은 미세공정 전환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1세대 10나노급(1X)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2세대 10나노급(1Y)도 컴퓨팅 제품 위주
로 판매를 시작한다. 고용량 D램 채용을 지원하는 신규 서버용 칩셋(Chipset) 출
시에 맞춰 고용량 64GB 모듈(Module) 제품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낸드플래시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3D 낸드 초기
제품인 2세대(36단)와 3세대(48단) 생산을 중단했으며, 72단 비중을 늘린다. 또한,
96단 4D 낸드로 하반기 SSD 시장과 모바일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한다는 계획
이다. 청주 신규 M15 공장에서의 양산 전개는 수요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
다 속도를 늦춘다. 이에 SK하이닉스의 올해 낸드 웨이퍼(Wafer) 투입량은 지난해
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메모리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원가절감과 품질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를 통해 SK하이닉스만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2019 년 1 분기 경영실적 비교표 (K-IFRS 기준)
전분기 대비

2019 년
(단위:억원)

1 분기

Q4’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Q1’18

증감률

매출액

67,727

99,381

-32%

87,197

-22%

영업이익

13,665

44,301

-69%

43,673

-69%

영업이익률

20%

45%

-25%P

50%

-30%P

당기순이익

11,021

33,979

-68%

31,213

-6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同 실적 발표자료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회계 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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