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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년 9 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 

by 베가스 풍류객 

1.1. 2020 년 9 월 미국 주식시장 중요 이벤트와 전망 

Covid-19 확산여부와 민주당과 공화당의 2차 경기부양법안 합의여부, 8월 고용 보고서 및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대선일정(9월 29일, 

예정된 TV토론), Covid-19 치료제와 백신 임상결과 

미국 주식시장에서 9월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2차 경기부양법안 

통과여부, 미국 8월 고용보고서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증감, 연방공개시장위원

회(FOMC), 9월 29일 대통령 TV토론이 될 전망이다. 

9월 8일 부터 상원이 개원하며 14일은 하원이 개원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

서고 있는 2차 경기부양법안 통과여부가 9월 미국 주식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줄 전망

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실업보조금 지급을 공표했지만 주 단위

에서 일사분란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공화당은 $1T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한

발 물러나 기존 $3T에서 $2.2T까지 양보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양당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

이다. 쟁점은 지방정부 보조금과 연방 실업수당의 액수문제와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경

기부양 지원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타협점을 찾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안 처리

가 지연되면 저소득층의 소비절벽과 재정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는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9월 초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통해 미국 고용시장의 동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8월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시장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일 경우에는 미국주식시장에는 악재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는 시장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9월 초 발표되는 8월 미국 고용지표가 실망

스러운 결과를 발표한다면 미국주식시장의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것이다. 

8월 28일 팩트셋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실적발표는 98%가 완료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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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며, 매출과 주당순이익(EPS)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

31.8%의 주당 순이익(EPS)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2020년 9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일정별 중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9월 1일, 8월 ISM(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발표 

8월 ISM 제조업 PMI가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주목해서 봐야 한다. 만약 7월 ISM 제조

업 PMI보다 낮은 수치이거나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난 지표를 발표한다면 미국 주식시장

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9월 2일, 연준 베이지북 발표 

미국 경기에 대한 각 지역의 동향 보고서이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지난 7월 베이지북에

서 미국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이 이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경기 전망

에 대해 불투명하며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원문은 해당일 아래 링크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다.  

▶ 연준 베이지북 원문 확인하기: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default.htm 

9월 4일, 8월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지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 고용시장은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

으며, 7월 비농업 고용일자리가 176만개가 증가했다. 실업률도 6월 11.1%에서 10.2%로 하

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통해 8월 고

용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

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7월 고용보고서 대비해서 달라진 

점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9월 8일, 미국 상원 개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개원에 들어가며, 만약 하원에서 통과된 2차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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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된다면 미국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부각되며 변동성이 일어날 전망이다.  

9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6일) 

7월 FOMC와 잭슨홀 심포지엄이후 열리는 회의이며 미국 경제 전망과 연준위원들의 점도

표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연준위원들이 구상하는 향후 미국경제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회

의이다. 이번 회의에 논의되는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밝혔던 2% 평균 인플레이션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 향후 2021년까지 이어지는 4분기 미국 통화 및 

금리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복심을 자세히 읽을 수 있다. 

9월 15일, 바이트 댄스의 틱톡(Tiktok)미국 사업부 종료일 

9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단되는 미국 틱톡(Tiktok)사업부 인수전을 둘러

싸고 개별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가 인수전에 공동으

로 참가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업고 있는 오라클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틱톡의 사업부를 누가 가져가느냐

에 따라 개별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9월 16일, 8월 소매판매 

해당 지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

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7월 31일 이후 연방실업 보조금이 중단되었으며 의회에서 2차 경

기부양법안이 난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해당 지표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월 16일,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JEDI) 재검토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제다이, 이하 JEDI)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미 법무부는 올해 3월 국방부와 JEDI 계약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입찰에 대한 결과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120일간 국방부에 부여했으며, 

검토를 완료한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로 인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주

가의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참고로 해당 계약은 10년간 $10B에 달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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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테슬라 주주총회 및 배터리데이 

주식분할과 실적으로 인해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테슬라의 해당 행사는 연례 주주총

회 이후 공개적으로 개최되는 배터리 기술 시연 및 투자 설명회이다. 아직은 베일에 가려

져 있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이다. 현재 사용되

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들의 수명보다 상당히 길며 중국 업체인 CATL과 공동 개발중인 

100만 마일(약 166만㎞) 배터리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이다. 앞서 언급한 배터리

의 시제품 시연뿐만 아니라 향후 언제부터 양산이 가능할지 가장 중요할 전망이다. 

9월 29일, 미국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오하이오) 

공식적으로 1차 TV토론회를 통해서 부동표들의 표심이 엇갈릴 전망이므로 1차 TV토론회 

이후 접전지인 스윙스테이트의 후보별 지지율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10월 7일에는 부

통령 후보간의 TV 토론회가 유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월 15일에는 2차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는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3차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는 테네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1월 3일 공식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이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8월 28일 기준으로 미국내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49.6%의 지지율을 얻으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42.5% 지지율을 

+7.1%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9월 쟁점이 될 이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Covid-19 관련 2차 경기부양책 합의 실패 또는 연기로 인한 불확실성

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7월 31일 종료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

금 중단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상태이며, 상원에서 지지부진하게 처리가 안되며 시간을 

끌거나 시장예상치 보다 낮은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월마트의 경우 2분기 실적발표 당시 CEO가 직접 7월 31일 부터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

이 중단되면서 동사의 매출이 감소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

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들과는 달리 실업상태인 저소득층의 소비절벽으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필수소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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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소비재 업종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주식분할을 기점으로 테슬라는 9월 22일 주주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배터리데이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감수해야 할듯하다. 두 종목 모두 주식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주식분할 이후 이벤트의 소멸로 인한 주가 조정의 확률은 높은 편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이벤트(틱톡 인수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등으로 변동성

이 확대될 전망이다. 상반된 결과에 따라 수혜주와 피해주의 명암이 엇갈릴듯 하다.  

첫번째, 틱톡 미국사업부를 누가 인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라클이나 소프트

뱅크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가 인수전에서 실패한다면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가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두번째, 아마존과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의 감찰 결과 발표에 따라 가장 변동성이 심해질 전망이다. 2가지 

이벤트에 모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수전

에 나선 누구든지 틱톡의 미국 사업부 인수로 인해 페이스북의 주가흐름이 긍정적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은 애플의 주식분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틱톡 인수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일즈포스 닷컴의 다우 산업평균지

수 편입과 아울러 8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미국 기업 시가총액 9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

슬라의 9월에 예정되어 있는 S&P 500 편입이슈도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주와 성장주 투심

에 영향을 줄 사안이다.  

지난 8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추가적인 2차 경기부양

법안은 상원에서 여전히 협상중이며 공화당은 $1T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경우 $2.2T까지 금액을 삭감했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차이가 나면서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만약 10월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2차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

월 부터는 미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이슈까지 불거질 것이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

용될 수 있다.  

2차 경기부양법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쟁점은 ‘1)연방 실업수당의 



   

 

6 

금액’과 미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2)경기부양 수표’의 자격과 금액 ‘3)지방정부 예산지원’ 

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일단은 주당 $300+주정부 지원금 $100 지급이 행정명령으로 

통과는 되었지만 각 주별로 집행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

부 지원과 중소규모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종업원 급여 지원책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

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의 금액도 중요할 전망이다. 9월 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가 얼마만큼 양당간의 의견을 좁힐지 관심사이다. 

1) 연방 실업수당 금액에서 공화당은 9월까지 주당 $200, 실업급여의 총 한도액은 연봉의 

70% 상한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021년 1월까지 $600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2) 경기부양 수표의 경우 공화당은 미국민 1인당 $1,200과 아이들에게 $500 지급으로 4

인 가족 기준으로 $3,400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200 지급과 부양가족 $1,200 로 4인 

가족 기준으로 $4,8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3) 지방 정부 예산지원의 경우 공화당은 학교지원을 중심으로 $105B, 민주당은 지방정부

에 $1T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원만하

게 합의할 가능성이 일단 낮아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회기내에 2차 경기부양법안

을 합의하고 미국민들에게 현금을 다시 지급한다면 은행 및 온라인 증권사, 건자재 업체

에겐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는 하겠

지만 법안 처리시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2차 경기부양

법안의 합의 금액이 시장예상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Covid-19 관련 2차 경기부양책 합의 실패 또는 연기로 인한 불확실성

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7월 31일 종료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

금 중단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상태이며, 상원에서 지지부진하게 처리가 안되며 시간을 

끌거나 시장예상치 보다 낮은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월마트의 경우 2분기 실적발표 당시 CEO가 직접 7월 31일 부터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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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단되면서 동사의 매출이 감소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

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들과는 달리 실업상태인 저소득층의 소비절벽으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필수소비재와 

자유소비재 업종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주식분할을 기점으로 테슬라는 9월 22일 주주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배터리데이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감수해야 할듯하다.  

두 종목 모두 주식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주식분할 이후 이벤트의 소멸

로 인한 주가 조정의 확률은 높은 편이다. 

1.2. S&P 500 2020 년 2 분기 실적 결과 3 분기 전망 

2020 년 8 월 28 일, 리서치 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98%가 완료된 S&P 500 의 

2020 년 2 분기 실적 전망은 -31.8% 역성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다면 2008 년 1 분기(-35.4%) 이후 연간기준으로 가장 높은 역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2020 년 2 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한 기업은 491 개 기업이며, 84%의 기업은 주당순이익이, 

65%의 기업은 매출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했다. 

3 분기 실적전망을 제시한 기업은 63 개 기업이며, 63 개 기업 중 21 개 기업은 

실적추정치를 하향, 42 개 기업은 실적추정치를 상향했다.  

S&P 500 의 12 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22.8 배이다. 5 년 평균인 17.1 배보다 높으며, 

10 년 평균인 15.4 배보다 높은 상태이다. 

아래 10 년간 S&P 500 12 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살펴보면 상당히 고평가 수준의 

영역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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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P 500 12 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 10 년 차트 (※출처: 팩트셋, 2020 년 8 월 28 일) 

 

팩트셋에 따르면 2020 년 8 월 28 일 기준으로 2 분기 실적발표를 완료한 491 개 기업 중 

84%인 412 개 기업이 분기 주당순이익(EPS)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였다. 5 년 

평균은 7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2018 년 2 분기에 기록한 81%도 상회했다. 

업종별로 테크 94%, 소재 93%, 헬스케어 92%, 산업재 92%의 기업들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2 분기 주당순이익(EPS)을 발표했다. 현재 98%가 마무리된 2 분기 실적발표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테크 업종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발표했으며, 나머지 8 개 업종은 

에너지, 산업재, 자유소비재, 금융 업종이 수익률 감소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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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P 500 5 년 평균 주당순이익(EPS) 시장예상치 상회율 (※출처:  팩트셋, 2020 년 8 월 28 일) 

 

이런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익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분기실적은 

역성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Covid-19 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실적예상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으며 시장기대치가 너무 낮다보니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2020 년 3 분기 이후 S&P 500 의 매출과 실적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 년 3 분기 주당순이익(EPS)은 전망치는 -22.5% 감소이며, 매출 전망치는 -4.1%이다. 

2020 년 4 분기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는 -13.1% 감소이며, 매출 전망치는 -1.4%이다. 

2020 년 연간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는 -18.6% 감소이며, 매출 전망치는 -2.9%이다.  

시장전망치가 올해초에 비해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3 분기와 4 분기 

실적전망은 그리 좋은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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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올해 4 분기까지 지속적인 S&P 500 기업들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2021 년 1 분기가 되어야 기저효과로 인해 실적전망이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S&P 500 의 주가수익비율(PER)이 합당해지려면 실적 역성장이 멈추어야 하며 

그렇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시 미국 주식시장이 대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월 23 일 S&P 500 지수가 저점을 찍고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 테크 

5(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와 테슬라,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일부 종목에 편중된 장세라고 판단한다. 상승의 기운이 골고루 미국주식시장 

전체에 퍼질려면 기업의 본질인 실적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향후 하반기 주가 상승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래 업종별 실적성장률을 보더라도 여전히 S&P 500 3 분기도 실적 성장을 하는 업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실적이 좋아질 개별종목 장세는 3 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에너지, 소재, 자유소비재, 금융 업종은 S&P 500 의 평균인 -22.5%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3. S&P 500 2020 년 3 분기 업종별 실적성장률 비교 (※출처: 팩트셋, 2020 년 8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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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28 일 기준으로 2021 년 1 분기 분기 실적전망은 전월 +12.7%에서 +13.1%로 소폭 

증가되었으며, 매출은 전월 +3.0%에서 +3.1 로 소폭 증가했다. 2021 년 1 분기가 되어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제대로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2021 년 연간 실적전망은 전월 

+28.1% 증가보다 소폭 감소한 +26.2% 이며, 매출은 전월 +8.3%보다 소폭 감소한 

+8.1%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 비해 연간 실적전망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2020 년 2 분기 실적발표가 완료된 미국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3 분기 실적으로 

옮아가기 마련이다. 9 월 미국 주식시장은 2 분기 실적발표가 완료되면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3 분기 실적시즌은 10 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업들의 개별 호재와 악재 또는 2 차 경기부양법안의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8 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추가적인 2 차 

경기부양법안은 상원에서 여전히 협상중이며 공화당은 $1T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경우 $2.2T 까지 금액을 삭감했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차이가 

나면서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만약 10 월 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2 차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 월 부터는 미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까지 불거질 것이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  

2 차 경기부양법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3 가지 쟁점은 ‘1)연방 실업수당의 

금액’과 미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2)경기부양 수표’의 자격과 금액 ‘3)지방정부 예산지원’ 

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일단은 주당 $300+주정부 지원금 $100 지급이 행정명령으로 

통과는 되었지만 각 주별로 집행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 지원과 중소규모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종업원 급여 지원책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의 금액도 중요할 전망이다. 9 월 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가 얼마만큼 양당간의 의견을 좁힐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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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 실업수당 금액에서 공화당은 9 월 까지 주당 $200, 실업급여의 총 한도액은 

연봉의 70% 상한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021 년 1 월 까지 $600 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경기부양 수표의 경우 공화당은 미국민 1 인당 $1,200 과 아이들에게 $500 지급으로 

4 인 가족 기준으로 $3,400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200 지급과 부양가족 $1,200 로 

4 인 가족 기준으로 $4,8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3) 지방 정부 예산지원의 경우 공화당은 학교지원을 중심으로 $105B, 민주당은 

지방정부에 $1T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일단 낮아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회기내에 2 차 

경기부양법안을 합의하고 미국민들에게 현금을 다시 지급한다면 은행 및 온라인 증권사, 

건자재 업체에겐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는 하겠지만 법안 처리시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2 차 경기부양법안의 합의 금액이 시장예상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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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잭슨홀 심포지엄의 2% 평균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아이디어  

 

그림 1.4. 잭슨홀 심포지엄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문(출처: FRB, 8 월 27 일 발행) 

연설문 전문: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files/powell20200827a.pdf 

8 월 27 일, 미 동부 시간 오전 9 시 10 분 제롬파월 연준의장은 Covid-19 으로 인해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을 화상으로 대체했다. 

1) 일정기간(For SomeTime)동안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것이며, 이전 수년간 2%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못했다. 

2) 완전고용은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이며, 저소득층의 고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files/powell20200827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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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9 월 16 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9 월 FOMC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점도표와 함께 미국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미국 주식시장 전망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위에서 언급한 2 가지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용인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과 미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금, 은을 포함한 원자재와 농산물과 평균 2% 인플레이션이 도달후에도 장기적인 

저금리가 용인될 시에는 성장주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난달 언급했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원자재 ETF 는 다음과 같다. 인베스코 

DB 원자재 추적 ETF(Invesco DB Commodity Tracking) DBC, 아이쉐어스 S&P GSCI 원자재 

인덱스 트러스트(iShares S&P GSCI Commodity-Indexed Trust) GSG 가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평균 2% 인플레이션 용인 발언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만약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농산물로만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인베스코 DB 농산물 펀드 Invesco DB Agriculture Fund (DBA), 모든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용보수가 가장 저렴한 Aberdeen Standard Bloomberg All 

Commodity Stratgy K-1 Free ETF (BCI)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9 월 16 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원회(FOMC)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통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금융업종들이 움직일 전망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미국 경제전망을 

희망적으로 제시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은행, 보험 업종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 9 월 FOMC 전후로 연준이사들과 지역 연은 총재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의 부정적인 전망과 Covid-19 로 인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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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다면 볼커룰 완화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는 대형 은행 및 

금융 업종(XLF)에는 여전히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달러약세가 진행되면서 9 월 미국 주식시장이 Covid-

19 와 2 차 경기부양법안 합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정을 받는다면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금(GLD)과 함께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 되어있는 은(SLV)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시키는 것이 좋을듯하다. 

1.4. 2020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투자아이디어 

8 월달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수락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2020 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개막되었고 60 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9 월 

29 일 부터 양당 후보 간에 본격적인 TV 토론이 시작되며 각종 매체를 통해 공격적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면서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했던 Covid-19 의 대처가 미흡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확진자 수 감소와 

공화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특한 간접 민주주의 

제도인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미국 대통령 선기이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다고 

본다. 단순 지지율 비교만으로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2016 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앞섰지만 격전지였던 스윙 스테이트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60 여일이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율은 충분히 변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변수의 출현으로 감히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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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트럼프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간 지지율 추이 (2020 년 8 월 28 일 기준) 

출처: 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2020/president/us/general_election_trump_vs_biden-

6247.html 

 

9월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9일 1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오하이오) 

10월 7일 1차 부통령 후보 토론회(유타) 

10월 15일 2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마이애미) 

10월 22일 3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테네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2021년 1월 20일 46대 대통령 취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기울면서 움직이고 있는듯하다. CNN이 

자체조사한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수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2020/president/us/general_election_trump_vs_biden-6247.html
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2020/president/us/general_election_trump_vs_biden-6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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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268석 트럼프 대통령이 170석이다. 현재 예상대로면 스윙스테이트에서 한곳만 승

리를 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가 2020년 대통령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뚜껑은 열

어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림 1.6. CNN 추산 대선 후보별 선거인단 확보 수(출처: cnn.com 8 월 28 일 기준)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에서 투자아이디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감면과 급여세 감면등의 여러가지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기업들의 

법인세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통된 공약은 인프라스트럭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T 인프라투자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조 바이든 후보도 $1.3T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공통분모인 인프라스트럭쳐와 관련된 업종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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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X 인프라 개발 상장지수펀드(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PAVE 는 미국의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이 쉐어스 미국 인프라스트럭쳐 (iShares U.S. Infrastructure ETF)IFRA 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별종목들을 살펴보면 시멘트 업체인 USCR, 건설업체 GVA, 각종 건설에 필요한 

소재업체인 VMC, 중장비 대여 업체인 URI, 중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CAT 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틱톡과 위챗에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통해 표심을 획득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쉬워보이지 않는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지지율 회복이나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면 남은 카드는 더 심하게 

중국을 괴롭히거나 때리기를 시도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 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로 하락을 한다면 매수 관점이라고 판단한다. 

중국 개별종목은 리스크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중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지수 ETF 는 

중국정부도 주식시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아이쉐어스 MSCI 중국 ETF(iShares MSCI China ETF MCHI) MSCI 는 중국 H 주, ADR 

위주이며 A 주 일부 편입, 홍콩과 뉴욕 상장 종목이 중심이다. 아이쉐어스 중국 

대형주(iShares China Large-Cap) ETF 인 FXI 는 홍콩 상장 대형 금융 종목 위주이다. 

크랜쉐어스 중국 인터넷(KRANESHARES TR/CSI CHINA INTERNET) ETF 인 KWEB 은 중국의 

유망 인터넷기업에 투자하는 ETF 이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INVESCO 

EXCHANG/CHINA TECY) ETF 인 CQQQ 도 중국 인터넷 기업들 중심이다. DBX ETF TR/X-

TRACKERS HARVEST ASHR ETF 는 CSI 300 중국 본토 A 주 300 개 종목을 추종하는 

인덱스이며, 선전거래소 상장종목이 33% 차지하고 업종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스파이더에서 주관하는 SPDR IX SHS FUN/S&P CHINA GXC 는 MSCI China 지수와 유사한 

성격의 지수 인덱스 ETF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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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0 년 하반기 미국주식 투자아이디어 2 가지 

1. 애플 5G 아이폰 출시와 통신사 5G 투자 아이디어 

미국에서 7월 23일부터 시작된 미국 FCC가 관장하는 주파수 경매인 Auction 105이 8월 

27일 끝났다. 미국내 5G에 통신망에 사용될 주파수인 3.5GHz의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것

이다. 이렇게 되면 각 통신사(버라이즌, AT&T, T-모바일)들의 고유의 할당된 주파수를 가지

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내 5G 통신망의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한다. 

시가총액 $2T를 달성한 애플은 10월 출시예정인 5G 폰에 대해  

모바일기지국 통신장비 업체들은 화웨이가 배제되면서 미국 통신사들의 벤더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미국내 상장기업 중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2020년 

통신장비업체 점유율 26.5%로 2위인 에릭슨과 22%로 3위인 노키아가 받을 확률이 높다. 

8.5%의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도 미국내에서 수혜주임은 확실하다.  

 

그림 1.7. 글로벌 모바일 통신 단말기 시장 점유율(출처: trendforce.com 8 월 기준) 

버라이즌의 5G 통신장비 공급업체는 노키아에서 삼성으로 확률이 높다는 소식도 있다. 



   

 

20 

2016년 부터 버라이즌에 4G 통신중계기를 납품한 전력이 있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스

몰셀에는 퀄컴칩이 탑재가 된다. AT&T의 5G 통신장비 공급업체는 여전히 노키아가 될 확

률이 높다.  

아래 그림은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베이스밴드의 매출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이

다. 42%의 퀄컴(QCOM)이 압도적이다. 2위는 하이실리콘 20%, 미디어 텍이 14% 이다. 하

이실리콘이 미국내에서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퀄컴이 미국내 5G 통신

망 설치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5G는 고주파대역이기 때문에 

스몰셀이 4G에 비해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1.7. 글로벌 베이스밴드 매출 점유율(출처: strategyanalytics.com, 2020 년 1 분기 기준) 

지난 6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에서 5G 무선 인프라와 농촌지역에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1T 규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도 오는 9월 30일에 만료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인 패스트 액트법을 이어가기 

위해 5년간 $500B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자체 법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2020년 대통

령선거에서 누가 되던지 5G 통신망은 우선 통신장비주와 통신칩셋이 수혜를 받고 이후 

설치가 완료되어 소비자들이 가입하게 되면 통신사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

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어느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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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와 2021년까지 여전히 5G 통신망 구축으로 통신장비주인 노키아(NOK), 에릭슨

(ERIC), 통신 칩셋인 퀄컴(QCOM)과 통신 타워 리츠인 아메리칸타워(AMT), 크라운캐슬

(CCI)의 수혜가 예상된다.    

2. 8월 부터 시작된 미국내 극장개장으로 인한 투자아이디어 

지난 8월 13일 AMC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내 동사가 운영하는 극장 634곳 중 113곳을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1920년 당시 영화티켓 가격인 

$0.15를 판매했다. AMC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을 9월 3일 개봉하면서 동사가 

운영하는 2/3에 달하는 600개 극장을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8. AMC 의 $0.15 영화티켓 (출처: amc, 8 월 20 일) 

 

동사의 재개장이 연기된 이유는 Covid-19으로 영화제작자들이 제작을 중단하면서 상영할 

영화라인업의 부재가 큰 이유였다. 디즈니의 뮬란의 경우는 상영할 영화관을 찾지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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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를 통해서 방영하기도 했다. 

미국내 극장은 총 5798곳이며 일반극장이 5477곳이며, 자동차 극장이 321곳이다. Regal과 

Cinemark도 40% 이상 개장을 준비중이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 흥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객의 집계가 가장 잘 이루어 지는 한국에서 미국보다 더 빠르게 개봉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Covid-19이 한국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집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3일로 예정된 테넷을 기점으로 미국내 영화관 개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내 영화관 점유율은 AMC가 19.9%, Regal 17.8%, Cinemark 10.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만약 AMC가 재개장 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매출의 46%를 극장들

의 임대료로 올리고 있는 EPR이다. 동사는 18개 업체로 부터 180곳의 극장 건물을 소유

하고 있으며 AMC에서 53개를 임대해주면서 AMC의 노출비중이 가장 크다.  

아래 그림은 EPR의 극장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그림 1.9. EPR 의 극장 포트폴리오 매출 구성 비중(출처: epr, 8 월 28 일 기준) 

AMC가 재개장 후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EPR 총 매출의 46% 중 AMC 매출 비중(18%)이 

크기 때문에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뗶의 현금흐름은 좋은 상태이며 2022년 

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도 없으며 월배당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고점대비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나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나빠질게 없는 상황이다. 

AMC와는 부채 조정을 통해 임대 연장과 점진적으로 AMC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AMC가 재개장 후 정상적으로 영화관이 운영된다면 가장 피해를 봤던 미운

오리 새끼인 EPR의 주가가 회복될 확률이 높다. 아래 링크를 통해 EPR의 프리젠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lipsnack.com/EPRInvestorPresentation/2020-q2-investor-presentation/download-pdf.html 

https://www.flipsnack.com/EPRInvestorPresentation/2020-q2-investor-presentation/download-pdf.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