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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실적 개선 기대

2년 가까이 지속된 메모리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될조짐이다 메모리업계실적개선이기대

된다

김준호 SK하이닉스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

은 26일열린2분기실적발표에서 지난분기말

부터D램공급과잉상황이점진적으로해소되고

있다며 긍정적시장상황은3분기이후로도이

어질것이라고기대했다

그는 낸드플래시는이미 (공급부족으로) 가

격이 올랐다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

D) 수요가본격확대됐고하반기출시될신규스

마트폰(아이폰 등 추정) 저장 용량이 확대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말했다

박래학 D램마케팅그룹장(상무)은 2분기 재

고자산이 전분기대비줄었다며 생산보다출

하량이많기때문이라고말했다 또 이런현상

은3분기에도유지될것이라고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메모리 시황 회복을

자신했다 이미지난달메모리가격은하락세를

멈췄다수요공급이균형을이룬덕에보합상승

세로전환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지난

6월 말 64기가비트() 멀티레벨셀(MLC) 낸드

플래시는 5월 대비 1089% 급등한 224달러를

기록했다 낸드플래시가격은 2014년 10월부터

계속 떨어졌다 지난 2년여간 가끔씩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오르지는 않았다 업계에선 낸드플

래시공급이수요를쫓아가지못하는것으로해

석했다

D램가격도하락세를멈췄다 6월말 DDR3 4

D램고정거래가격은전월과동일한125달러

로보합세를기록했다 D램값은2014년 11월부

터하락세를면치못했다 김준호사장은 3분기

는전통적으로신제품수요가많아 D램수급상

황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오를

수있다는기대감을내비친것이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시황이 호조세로 전환된

이유를 수요보다 공급 쪽에서 찾는다 PC 스마

트폰등IT제품판매는눈에띌정도로늘어나지

않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차세대공정메모리비중을적극확대하지않았

거나못했기때문에공급증가량이적었다는의

미다

이 같은 기조는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래학 상무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노리겠다고말했다공급량을확늘리지

않겠다는의미다

이날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 3조9409억

원 영업이익 4529억원 순이익 2861억원을 기

록했다고밝혔다 전 분기대비매출은 8% 늘었

으나영업이익과순이익은각각19% 36%감소

했다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 줄고

영업이익과순이익도각각67% 74%감소한수

치다

메모리 불황 끝수익성 확대 노린다

한주엽powerusr@

반도체전문기자

2년 지속된 D램공급과잉해소

낸드플래시는이미가격올라

2분기매출 3조9409억8% 늘어

SSD신규스마트폰수요긍정적

5G테스트솔루션웨이브스케일공개

일차전지 제조기업 비츠로셀이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달성했다 미국스마트미터시장등

연이은해외수주로전년대비영업이익이큰폭

으로 늘었다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달성도무난할전망이다 세계 1위기

업인 프랑스 샤프트와의 격차도 추월 범위내로

좁힌다

26일비츠로셀은2015년회계기준(2015년 7

월~2016년6월)매출액 910억2007만원영업이

익 159억5884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당기순

익은 139억6416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0

8% 475% 386%뛰었다 지난 1987년창사이

래최대다

미국 유럽에서 스마트미터용 일차전지 수주

가 대폭 늘었다 전력 미터기와 더불어 수도 가

스미터기시장에서매출이발생하기시작했다

지난해 설비자동화 투자를 마치면서 생산성 증

가에따른공정비용절감효과도발생했다불량

률감소로보수비용도줄었다

비츠로셀은 내년도 매출 영업이익은 각각

1200억원 190억원으로 전망했다 당기순익은

160억원이다 지난해대비 30% 이상늘어난수

치다 이미예정된수주가차질없이진행되고있

어달성하는데어려움이없다고봤다

주력인 스마트미터용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

게늘어난다 미국에서최대고객사인센서스외

2개이상신규고객사를확보했다 유럽납품제

품이 스몰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빅셀로 전환

되면서관련매출이 3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

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2017년 회계 기

준 비츠로셀 스마트미터용 전치 매출액은 전년

대비174%늘어난 715억원으로예상했다

군수용시장에서도본격성과가나온다우리

나라 방위산업청에 201억원 규모 전지 공급 계

약을체결했다 터키유력방산업체로켓산과열

전지공급계약을맺는신규매출에반영될수주

를연이어확보했다군용특수전지매출액은전

년대비약 180%늘어난160억원에달할전망이

다

일차전지 분야 글로벌 1위 기업과의 격차도

더욱 줄어든다 일차전지 시장은 리튬염화티오

닐(LiSOCl2) 리튬망간(LiMnO2) 타입이

80%를차지한다 올해시장규모는LiSOCl2이

6300억원 LiMnO2이 1조2000억원규모다비

츠로셀 주력은 리튬염화티오닐전지다 이 시장

에서 비츠로셀은 프랑스 샤프트에 이어 2위다

올해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면 매출 격차는 300

억원이내로좁혀진다 회사는2019년까지매출

2200억원영업이익330억원을달성해글로벌 1

위자리에오른다는목표다

김길중비츠로셀상무는 스마트미터군수시

장에서 일차전지 수요가 빠르고 늘고 있고 해외

고객사확보에연이어성공했기때문에중기목표

달성가능성이크다며 일차전지수요분야특성

상가장중요한품질과가격을모두잡았기때문

에보급실적은더욱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
최호전기전력전문기자snoop@etnewscom

빛의속도로크는비츠로셀 올 매출 1000억 거뜬

아드반테스트(대표 구로에 신이치로)는 테스

트시스템 V93000의새솔루션 웨이브스케일

(Wave Scale)을발표했다

웨이브 스케일 RF 웨이브 스케일 MX 2종

모듈은 5세대 이동통신(5G)에 사용되는 RFIC

무선통신 혼성신호 IC를 효과적으로 동시 측정

할수있다테스트비용을절감하고출시시기를

단축하는데기여한다

웨이브스케일은휴대전화통신규격LTE LT

EA LTEA프로를위한IC테스트를제공한다

LTEMWLAN GPS 지그비블루투스 IC와사

물인터넷(IoT) 테스트에활용할수있다 5G 전

환에도대응한다

같은기기에서여러RF규격과회로를동시에

테스트할수있다 기존에는 4사이트나 8사이트

를동시테스트하지만사이트당하나의RF규격

만테스트가가능하다웨이브스케일각서브시

스템은 8개독립포트가일제히 RF신호를발생

시켜 4대 계측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모

듈한장당최대32사이트테스트를지원한다

최대 6㎓ 속도 200㎒ 대역폭 루프백 임베디

드보정등다양한기능을탑재했다

제5기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출범

화학물질안전원은27일대전유성구본원에서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이 출범식을 열

고본격활동을시작한다고밝혔다

국민 50명으로구성된제5기화학물질사이버

감시단은인터넷에서불법으로유통되는유해화

학물질정보나사제폭탄제조방법등을상시감

시해신고와차단활동으로국민안전을지킨다

2011년 9월 1기를시작으로출범한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제3기(2015년 6월)까지 인터

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 의심 사례

를실시간으로찾아내유해정보 1668건을신고

했다 신고정보는화학물질안전원검토와방송

통신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 135건이삭제됐다

제4기(2015년 7~2016년 6월) 감시단활동기간

에는 유해정보 1368건을 신고해 135건이 삭제

되는성과를거뒀다

제5기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은 7월부터내

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인터넷에서 사제 폭발물

이나연막탄제조방법에관한영상과게시글 유

해화학물질유통등불법정보를상시감시한다

2015년 회계기준매출 910억원

美스마트미터시장등해외수주

일차전지 1위 샤프트와격차좁혀

국내연구팀이항암제를넣은암치료용면역

세포기반 마이크로로봇을개발했다

박석호 전남대 교수 연구팀은 항암제를 넣은

대식세포를 이동시켜 고형암을 추적치료할 수

있는 직경 약 20마이크로미터(㎛) 크기 의료용

마이크로로봇을개발했다고26일밝혔다

고형암은 일정한 형태와 모양을 갖춘 장기인

고형장기에발생하는암으로대장암 유방암위

암 간암 췌장암 등이 있다 대식세포는 면역세

포로동물체내모든조직에서면역을담당하며

세포에침입한세균을잡아먹는다

그동안 고형암 치료에는 종양조직에 오래 잔

류하는나노파티클(NPs)을사용한약물전달체

를 혈관에 침투시켜 종양조직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나노파티클은항암제전달을위해생

체에적합한폴리머등으로항암제를코팅한나

노구조체다

연구팀은 동물 유래의 대식세포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해 기존 나노파티클을

이용한약물전달체계와면역세포의치료방식

을극복했다

대식세포에 항암제와 자성체 폴리머로 구성

된 나노파티클을 탑재해 마이크로 로봇을 제작

했다

대식세포안에들어간자성체인MNP와약물

이다시밖으로방출되기전에대식세포기반마

이크로 로봇을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종양조직

부위로옮겨암조직에약물을방출하도록유도

했다 송혜영기자hybrid@etnewscom

항암제넣은 마이크로로봇

대장암위암간암추적치료
박석호전남대교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