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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년 9 월 미국주식시장 전망 

By 애나정 

1.1. 2020 년 8 월 미국주식시장 돌아보기 

2020 년 8 월 미국 주식시장을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주식 시장 :  

COVID-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 S&P500 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 산업지수도 연간기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TSLA)와 

애플(AAPL)은 주식분할 소식과 함께 한 달동안 각각 47.7%, 29.75% 씩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다.   

2) 원자재, 상품, 외환 시장 :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준비,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이행 지속 기대, 달러 약세 등으로 상승했다. 특히 8 월 말 미국 지역 쌍둥이 

허리케인(마르코, 로라) 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한 때 장 중 배럴당 $43.78 까지 

상승했다. 

국제 금 가격은 계속되는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저금리 장기화와 유로화 강세로 한 때 2 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며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이 하반기 경기를 비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하락했으나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허용을 암시하자 이에 따른 국채 구매력 저하를 

우려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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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이슈 :  

백신 기대감과 COVID-19 2 차 대 유행 우려 공조:  

전세계 COVID-19 확진자가 약 2,400 만 명을 상회했으며 주요국 중심으로 재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 주요국, 일본, 미국 등에서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며 이동제한 조치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 COVID-19 백신이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고, 애보트사가 5 분만에 COVID-19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 ‘바이넥스 나우’ 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발표를 하면서  

백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재정 부양책 이슈:  

연방 정부의 추가 실업 급여 프로그램이 지난달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기간 연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13 일부터 여름 휴회에 돌입했다. 신규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0.5 조~1 조 달러 규모를, 민주당은 

2 조~3 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는 등 규모 면에서 큰 이견이 지속되었다. 휴회 

기간은 9 월 8 일까지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전당 대회:  

8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8 월 24 일부터 27 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러닝메이트로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유색 인종 여성을 후보로 지명하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통 전당대회 이후 한동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 는 없었다.  

잭슨 홀 미팅, 인플레이션 용인 시사:  

연준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하며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웃도는것을 

용인함을 시사했다. 동시에 연준이 장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경제 과열을 허용하는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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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투자레터에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슈들을 간략하게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8 월 중요 이슈 

날짜 중요 이슈 요약 

8/3 7 월 ISM 제조업 PMI 54.2 로 예상치 53.6, 이전치 52.6 상회 

8/6 BOE 통화정책 회의  기준금리 현행 0.1%로 동결, 영국 경제 

2021 년 말 COVID-19 이전 수준 회복 전망 

8/7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실업률 감소(11.1%   10.2%)  

8/10 OECD 경기 선행지수 미국 97.47 로 전달(95.99)대비 상승 

8/11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올해 하반기 브렌트유 가격 평균 43 달러, 

내년 상반기는 50 달러로 예상 

8/12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 20 년 원유수요 감소폭 일일 906 만 배럴, 

21 년 일일 700 만 배럴로 예상 

8/13 IEA 원유시장 보고서 20 년 원유수요 감소폭 일일 810 만 배럴로 

이전 전망치보다 14 만 배럴 낮게 수정 

8/14 7 월 소매판매 발표 +1.2%로 예상치 +1.90% 하회 

8/17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8/20) 바이든,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러닝메이트로 발표.  

8/19 FOMC 의사록 공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전망. 

수익률곡선관리정책에 대해서는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크다고 지적  

8/24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8/27)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트럼프 지지율 

40%대로 큰 변화 없음  

8/27 잭슨홀 심포지움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전격 발표. 사실상 

인플레이션 허용 시사.  

(※출처: CNBC.com 등 각종 언론사) 

 

 

 

 

 

 

https://www.ustooza.com/product-page/%EB%84%A4%EB%B2%84%EC%8A%AC%EB%A6%BD-2020-8%EC%9B%94%ED%98%B8-nsl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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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시장 ] 

 

 

그림 1.1. S&P500 12 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출처: FactSet 8/28 기준) 

리서치 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현재(8 월 28 일) S&P 500 의 12 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22.8 배인데 이는 5 년 평균(17.1)과 10 년 평균(15.4)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주식 시장은 테크 주 위주의 주가 상승과 유동성 공급, 경제 재개 기대감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실적 추정치(2020 년 2 분기 S&P500 기준) 전년동기 대비 -31.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괴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A3%BC%EA%B0%80%EC%88%98%EC%9D%B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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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20 년 8 월 섹터 별 수익률 비교 (※출처: 피델리티(fielity.com), 8/28 기준)   

 

2020 년 8 월  S&P 500 의 섹터 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시장수익률을 상회한 

섹터는 4 개로 IT, 자유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순이다. 시장수익률을 하회한 섹터는 7 개로 

금융, 필수소비재, 리츠, 소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에너지순이다. S&P 500 지수는 1 개월간 

+8.29% 상승했다. 

 

[ 주요 경제지표 ]  

2020 년 8 월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표 1.2. 8 월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지표 

날짜 경제지표 전월 예상 실제 차이 비고 

8/3 7 월 ISM 제조업 PMI 52.6 53.6 54.2 +0.6 예상치 상회 

8/5 ADP 비농업 고용변동 4,314K 1,500K 167K -1,333K 예상치 하회 

8/7 7 월 실업률 11.1% 10.5% 10.2% -0.3%p 예상치 상회 

8/14 7 월 소매판매 8.4% 1.9% +1.2% -0.7%P 예상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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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건축 승인 1.258M 1.320M 1.495M 0.175M 예상치 상회 

8/21 기존주택 판매 4.70M 5.38M 5.86M +4.52 예상치 상회 

8/25 신규주택 판매 791K 785K 901K +116K 예상치 상회 

8/26 핵심 내구재 주문 +4.0% +2.0% +2.4% +0.4%p 예상치 상회 

8/27 GDP Q2 (QoQ) -5.0% -32.5% -31.7% +0.8%p 예상치 상회 

                                                          (※출처: 인베스팅(investing.com) 8/28 기준) 

8 월 발표된 주요 지표들은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초 ADP 비농업 

고용변동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업률은 1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금리 및 재택근무로 교외로 이사가는 현상을 보이며 주택 판매 지수 및 건축 

승인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1.2. 2020 년 9 월 미국 주식시장 전망 

 

9 월 미국 주식시장에는 크게 4 가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전히 COVID-19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증가 속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차 충격에 대한 우려는 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것이다. 동시에 코로나 

백신 진행 상황 또한 미 증시에 영향을 줄것이다. 현재 존슨앤존슨의 3 상 임상 실험이 9 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 월 긴급사용을 목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화이자는 10 월 초 초기 결과가, 모더나에서는 10 월 중순 결과가 예상되어있는데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8 월에 이어 추가 실업 보조수당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다. 기존 

실업 급여 프로그램 8 월로 만료되고, 협의 없이 여름 휴회에 들어간 상태다. 휴회가 끝나는 

9 월 8 일 이후 합의 여부와 프로그램 규모 및 연장 기간 등에 따라 9 월 소비 및 지수 변동성을 

확대시킬것으로 보인다.  

https://coronavirus.jhu.edu/us-map
https://coronavirus.jhu.edu/us-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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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FOMC 또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물가 목표제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금리 정책을 펼쳐나갈것인지 FOMC 성명서를 통해 밝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지난 FOMC 에서 시장이 기대하고있는 수익률곡선억제나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조치 가능성은 낮아졌다. 향후 가이던스 및 점도표에서 보이는 

연준의 경제 전망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11 월 3 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2 달이 남지 않은 시점,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특히 마지막 주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1:1 토론이 예정되어있는데 양측 후보의 공략과 실천에 대한 세부 사항에 따라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2020 년 8 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일정 별 중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표 1.3. 8 월 중요 이슈 

날짜 중요 이슈 

9/1 8 월 ISM 제조업 PMI 

9/2 베이지북 공개  

9/3 국제가전박람회(IFA, ~5)  

9/4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9/8 OECD 경기 선행지수 

9/10 ECB 통화정책 

9/14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 

9/15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FOMC,~16) 

9/16 8 월 소매판매 발표 

9/22 테슬라 배터리 데이 

9/29 미국대선후보 1 차 TV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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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s Index, PMI) 발표 

https://blog.naver.com/annajung1/221557810596
https://blog.naver.com/annajung1/22155781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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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PMI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COVID-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2 차 대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지 하락할지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시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9 월 2 일: 베이지북 공개 

12 개 연준 산하의 각 지역 연은에서 작성한 경기동향 보고서이므로 미국 경제 전반의 세부적인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보고서다. 7 월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경재 봉쇄 해제 이후 각 

지역은행들의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예측을 확인해보자.  

 

9 월 3 일: 국제가전박람회 

매년 9 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제품 박람회로 CES 와 함께 

가전제품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전시회이다.  

 

9 월 4 일: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전월 실업률은 10.2%를 기록하며 점차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다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며 COVID-19 2 차 파동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현 시점, 8 월 지표 또한 

개선세를 이어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월 8 일: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   

7 월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97.5 이며 4 월 COVID-19 의 영향으로 93.1 을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하고있다. 개선세의 지속 여부를 확인해보자. 링크에서 OECD 경기선행지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9 월 10 일: ECB 통화정책회의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beige-book-10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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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했다.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통화완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9 월 14 일: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 

해당 보고서는 세계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다루며 향후 세계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향후 각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에는 중요하다.   

 

9 월 15 일: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개최(~16) 

7 월 FOMC 에서 연준위원들은 COVID-19 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언급했다. 과도한 유동성(대차대조표의 과대한 확대) 우려도 지적했기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조치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FOMC 에서는 연준의 정책 

가이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월 16 일: 8 월 소매 판매 발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실물 지표개선세가 

지속되는지 확인 하자.  

 

9 월 22 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  

테슬라의 기술 및 투자 설명회로 나노와이어 기술 적용, 전고체 배터리, 100 만 마일 배터리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자체개발 및 향후 전고체 배터리 전환 계획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월 29 일: 미국대선후보 1 차 TV 토론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B%B0%A9%EA%B3%B5%EA%B0%9C%EC%8B%9C%EC%9E%A5%EC%9C%84%EC%9B%90%ED%9A%8C
https://www.tesla.com/2020shareholdermeeting


16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첫 1:1 토론이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대선을 

약 한달 남기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양측 후보의 주요 토론내용에 따라, 

지지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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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년 9 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 

by 베가스 풍류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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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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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S&P 500 5 년 평균 주당순이익(EPS) 시장예상치 상회율 (※출처:  팩트셋, 2020 년 

8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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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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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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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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P 500 2020 년 3 분기 업종별 실적성장률 비교 (※출처: 팩트셋, 2020 년 8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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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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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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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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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잭슨홀 심포지엄의 2% 평균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아이디어  

 

그림 2.4. 잭슨홀 심포지엄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문(출처: FRB, 8 월 27 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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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부분 편입시키는 것이 좋을듯하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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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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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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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 29 일 1 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오하이오) 

10 월 7 일 1 차 부통령 후보 토론회(유타) 

10 월 15 일 2 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마이애미) 

10 월 22 일 3 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테네시) 

11 월 3 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2021 년 1 월 20 일 46 대 대통령 취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기울면서 움직이고 있는듯하다. CN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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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가 268 석 트럼프 대통령이 170 석이다. 현재 예상대로면 스윙스테이트에서 한곳만 승리를 

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2020/president/us/general_election_trump_vs_biden-6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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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가 2020 년 대통령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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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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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C, 중장비 대여 업체인 URI, 중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CAT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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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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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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월 주요 종목 실적, 증시 이슈 및 경제 지표 

발표일정 

by 베가스풍류객 

3.1.9 월 주요 종목 실적 발표일정 

S&P 500 내 주요 기업 중 2020 년 9 월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은 23 개로, 아래에 있는 ‘9 월 

S&P 500 주요종목 실적 발표일정’ 표를 참고하여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기억해두고 잘 살펴보자.   

※ 실적 발표 일정표에 있는 항목들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날짜(일), 티커/기업명: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의 티커/기업명 

가이드북: 해당 기업이 『미국주식 S&P500 가이드북』 책에 수록된 페이지 

예상 실적: 이번 분기 해당 기업의 예상 주당순수익(EPS, 단위: $) 

작년 동기 실적: 작년 같은 분기에 발표된 기업의 주당순수익(EPS, 단위: $) 

예상상승률: 작년 동기 실적 대비 예상 실적의 상승률로서 예상 상승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실적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자지속: 적자상태가 계속, 흑자전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적자전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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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9 월 S&P 500 주요종목 실적 발표일정(※출처: 인베스테인먼트, 나스닥(NASDAQ)) 

 

날짜 티커 기업명 가이드북 
예상 

실적 

작년 동기 

실적 

예상 

상승률(%) 

9/1 HRB 에이치 앤 알 블록 P.415 0.31 0.36 -13.9 

9/2 BF/B 브라운-포맨 - 0.95 1.48 -35.8 

 CPRT 코파트 - 1 1.34 -25.4 

 PVH 피브이에이치 P.120 0.2 0.28 -28.6 

9/3 AVGO 브로드컴 P.349 0.44 0.33 33.3 

 CPB 캠벨 수프 컴퍼니 P.207 2.38 1.79 33 

9/4 COO 쿠퍼 P.585 0.51 1.13 -54.9 

9/11 KR 크로거 P.199 0.33 0.33 0 

9/13 ORCL 오라클  P.303 1.19 0.88 35.2 

9/15 ADBE 어도비 시스템스  P.299 0.23 0.36 -36.1 

9/17 FDX 페덱스  P.244 -0.01 0.64 적자전환 

 GIS 제너럴 밀스 P.208 0.25 0.37 -32.4 

9/22 AZO 오토존 P.181 1.08 1.39 -22.3 

9/23 NKE 나이키 P.119 1.61 1.03 56.3 

9/24 ACN 액센츄어 P.338 0.38 -1.48 흑자전환 

 CTAS 신타스  P.262 -0.34 -0.1 적자지속 

 INFO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P.291 0.1 -0.03 흑자전환 

 KMX 카맥스 P.183 -0.02 0.16 적자전환 

 DRI 다든 레스토랑 P.177 0.06 1.69 -96.4 

9/25 COST 코스트코 홀세일  P.204 0.98 1.07 -8.4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352 2.32 #VALUE! - 

 CCL 카니발  P.157 -1.76 1.7 적자전환 

9/27 CAG 콘애그라 브랜드 P.206 1.97 1.88 4.8 

※각 회사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실적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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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월 미국 증시 이슈 및 경제 지표 발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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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티에프 (Exchange-Traded Fund, ETF) 

by 미국주식전도사 

이티에프(ETF)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와 개별 주식의 특징들을 섞어 놓은 혼합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그 장점과 단점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에 임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본 챕터는 ETF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대표 ETF 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에 맞는 ETF 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소개 및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 ETF 는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뮤추얼펀드와는 다르게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동안 가격이 변동된다. 

• 원자재, 채권, 글로벌 주식 등을 다양하게 혼합해논 상품들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대비 상대적으로 운용보수가 저렴하다. 

• 개별 브로커리지마다 거래수수료 무료 ETF 들을 제공한다. 

• 산업별 혹은 국가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4.1. 최근 농산물 가격에 대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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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 옥수수 수확시즌 (※출처: https://blog.machinefinder.com/ 

2020 년 8 월 12 일, 농산물 생산자와 구매자의 스탠다드로 인식되는 미국 농림부의 월간 세계 

농산품 공급과 수요 리포트가 발표되었다. 많은 생산자들이나 식품가공업체들은 이 리포트를 

기준으로 구매예산과 헷지를 결정함으로 농산품 가격에 있어 중요한 리포트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발표된 리포트들에서는 전반적인 농산품들이 8 년 연속으로 생산량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고,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도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생산량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측면의 내용이었다. 또한, 매년 종자개량과 현대식 재배로 인해 

미국 농산물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밀 재고 감소, 글로벌 재고 증가. 

-미국 옥수수 재고 증가(2020 년 기록적인 생산증가예상), 글로벌 옥수수 재고 감소. 

-미국 대두 재고 증가, 글로벌 재고 증가. 

 

그림 4.2. DBA (※출처: 구글)  

하지만, 6 월을 기점으로 10 가지 농산물을 추종하는 ETF 중 하나인 DBA가 상승을 하고 있으며, 

8 월 미국 농림부의 리포트 발표(생산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전망)이후로 그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옥수수, 밀, 대두, 설탕을 추종하는 농산물 ETF 인 TAGS 를 봐도 비슷한 

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https://www.usda.gov/oce/commodity/wasde/wasde0820.pdf
https://www.usda.gov/oce/commodity/wasde/wasde08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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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아이오와주의 드레코 모사진 (※출처: https://www.weather.gov/unr/2020-06-06)  

위의 사진은 최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발생한 드레코의 모습이다. 드레코는 빠른 속도(최소 

시속 58 마일, 93킬로미터, 이상)로 이동하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돌풍이며, 한번 발생하면 

뒤따라 토네이도들이 따라오게 된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미국 

농림부의 2020/2021 주요 농산물들 수요와 공급예상 리포트에서는 이런 피해들을 데이터로 

편입시키기에 시간적부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 드레코에 대한 피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은 곳들은 전기공급도 한 동안 중단되게 

되고,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피해를 파악하는 것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드레코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미국 록키산맥의 옆인 대평원(그림 5.3.)이며, 이 지역들은 농업이 주요 

산업들인 주들이다. 그리고, 2020 년은 지금까지 발생된 드레코 숫자가 최근 16 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월 17 일 발표된 리포트를 보면 

계속적으로 생산량증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곡물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9 월부터는 미국의 콘벨트와 대평원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피해를 복구하면서 수확을 해야하니 그 생산량에 영향이 클것이라고 시장참여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ttps://www.weather.gov/unr/2020-06-06
https://downloads.usda.library.cornell.edu/usda-esmis/files/8336h188j/zc77tc78q/bv73cn80z/prog3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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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농산물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당장 드레코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상승이 기대치보다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은 분명해보인다. 2020 년과 2021 년은 리스크와 

리워드를 비교해봤을때, 펀더멘탈적(수요증가와 공급부족)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4. 2004 년 이후 드레코 발생횟수 순위 (※출처: https://www.weather.gov/unr/2020-06-06)  

최근 많은 시그널들이 1970 년대 초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1972 년 소련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곡물 파동(Great Grain Robbery)과 비슷한 상황까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런 농산물 (혹은 원자재) 가격상승은 통화정책과 

기후변화의 조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은 통화정책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기후변화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혹은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될지 아무도도 알수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1~2 년 

기간동안 DBA 가격하락시점시마다 일정부분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은 혹시 모를 

인플레이션 혹은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빠른 시간동안 갑작스럽게 상승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때, 미리 준비 혹은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자산은 리츠(부동산)과 원자재이다. 또한, 최근 정유회사들의 바이오연료 

https://www.weather.gov/unr/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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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등) 생산을 위한 기존 정제공장 설비 변경이나 추가 투자는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 수요증가를 만들 것이다.  

 

그림 4.5. 미국 대평원에 해당하는 주들, The Great Plains (※출처: https://study.com/)  

4.3. 농산물 ETF 

표 5.1. ETF 분석표 

구분 DBA CORN 

운용사 Invesco Teucrium 

벤치마크 인덱스 (index) 
Deutsche Bank AG 

London 
TCORN 

편입 농산물 10 1 

순자산총액 (백만 $) 570 115 

평균 거래대금 (백만 $) 10.51 5.68 

운영보수 (%) 0.89 3.12 

매수-매도 스프래드 (%) 0.07 0.14 

배당 (최근 12 개월, %) 1.76 - 

배당주기 년 - 

수익율  

(%, 년) 

1 -9.69 -16.22 

3 -9.94 -13.34 

5 -7.49 -13.66 

https://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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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63 -6.73 

 (※출처: 각각의 운용사 홈페이지, 미국주식전도사) 

 

4.3.1. 인베스코 DB 농업 펀드(Invesco DB Agriculture Fund, 

DBA) 

DBA 는 10 가지 주요 농산물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펀드이다. 설탕 13.62%, 대두 

13.48%, 옥수수 12.74%, 코코아 11.31%, 커피 11.21%, 밀 14.12%, 돈육 4.73%, 비육우 4.12%, 

면화 3.01%로 거래가 많은 농산물 선물들이 편입되어 있다. 매년 11 월마다 리밸랜싱을 통해 

추종하는 인덱스인 Deutsche Bank AG London(아래)의 각 농산물 비중을 맞추게 된다. 개별 

농산물 선물을 거래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헷지나 혹시 모를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상품으로 적합해보인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백워데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른 펀드 주가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원자재 펀더멘탈인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만기가 짧은 선물 가격이 상승(만기가 긴 선물 가격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한 증가로 근월물이 상승하게 되고, 원월물은 

하락하게 된다. 이는 선물을 추종하는 펀드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6. DBA 가 추종하는 인덱스 구성 (※출처: https://www.invesco.com/us )  

*백워데이션과 콘탱고 

https://www.invesco.com/us/financial-products/etfs/product-detail?productId=ETF-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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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만기일까지 선물을 보유한다면 해당 상품을 인수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인수할 의도가 없는 선물거래만을 하는 투자자들은 롤오버를 하게된다. 

이때 근월물 선물 가격보다 원월물 선물가격이 높은 상황을 콘탱고라 하고, 낮은 상황을 

백워데이션이라 한다. 원자재 펀드들은 롤오버시 같은 수량의 컨트랙을 거래하게 된다. 따라서, 

콘탱고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고, 백워데이션에서는 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아래의 대두 

선물가격참고), 2020 년 9 월 대두 선물 가격은 $951.4 이고, 2021 년 1 월 가격은 $957.6 이다. 

이 상황을 콘탱고라고 하며, 해당 선물을 롤오버하게 되면 $6.2 를 더 지불해야함으로 

비용지출이 발생함으로 손해이다. 반면, 2021 년 9 월 선물 $943.2 로 롤오버를 하게 되면, 같은 

선물 1 개를 보유하고 $8.2 가 이익으로 발생된다. 같은 선물 컨트랙 1 개를 보유했으니 가치는 

변함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보통 원자재의 백워데이션 상황은 저장되는 양보다 소비되는 양이 높을 때 발생하며, 콘탱고는 

그 반대의 경우(소비되는 양보다 저장되는 양이 높을 때, 보관비 발생)에 발생한다. 최근 유가 

급락시 슈퍼 콘탱고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위의 설명처럼 저장되는 원유가 증가됨으로 

수요감소와 보관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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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2020 년 8 월 29 일 대두선물가격 (※출처: https://www.cmegroup.com/)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DBA 가 10 개 농산물로 위험분산이 되어 있어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0.20%가 넘어가는 ETF 나 펀드는 운영보수가 높아서 피하는 편이지만, 

DBA 는 선물기반의 펀드로 운용보수료가 0.89%로 납득할만하다.  

https://www.cmegroup.com/trading/agricultural/grain-and-oilseed/soybe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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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투크리움 옥수수 펀드(The Teucrium Corn Fund, CORN) 

  

그림 4.8. 2020 년 8 월 29 일 옥수수 선물가격 (※출처: https://www.cmegroup.com/) 

옥수수 선물가격을 보게되면 콘탱고이며, 그 이유는 위의 설명대로 소비보다 공급이 많을 

것이라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콘탱고로 보인다고 해당 펀드가 

손해본다고 판단하고 제외해야할까? 그렇지 않다. 옥수수를 포함한 원자재들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매일 변동됨으로 지금 순간적으로 콘탱고이지만 벡워데이션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의 드레코의 피해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급작스러운 스톰의 영향으로 

농작물수확이 미뤄지거나 감소하게 되면 위의 선물가격은 빠르게 백워데이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20 년 9 월 수확이 좋지 않아 10 월 공급이 수요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 시기의 현물가격과 근월물 선물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근월물 선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월물 선물수요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면 백워데이션으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게 된다. 

https://www.cmegroup.com/trading/agricultural/grain-and-oilseed/soybe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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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을 보면 근월물인 2020 년 9 월, 12 월과 20201 년 3 월은 상승했고, 나머지 원월물들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위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림 4.9. CORN 롤오버 날짜 (※출처: https://teucrium.com/) 

CORN 은 2020 년 12 월 근월물을 2021 년 5 월 원월물로 9 월 10 일 롤오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선물 롤오버만을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3 개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롤오버해줌으로 롤오버 비용을 1/3 로 보면된다. 

 

그림 4.10. CORN 구성 선물 비중 (※출처: https://teucrium.com/) 

최근 드레코의 영향과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인해 근월물들이 가파르게 상승중이고, 2021 년 

9 월 선물부터 가격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트렌드가 지속되면, 매수를 

고려할만하다 판단된다. 이런 선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펀드는 백워데이션이 발생되는 것이 

가시화되면 이미 펀드주가는 상승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콘탱고가 약해지는 상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CORN 펀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고, 운영보수가 3.12%로 높은 편임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좋아 보인다.  

 

 

https://teucrium.com/
https://teucr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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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예탁증권(American Depositary Receipts, ADR) 

by 주식공작단장 

5.1. ADR 이란? 

우리가 직접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그 나라의 법규나 거래관행, 회계규칙과 언어, 그리고 

환율 등의 문제가 있어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점을 피하고 투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금융기관이 외국기업의 주식(원주, 

原株)을 사서 보관하는 대신, 투자한 금액만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어떤 증명서를 발행해서 

그 증명서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 증명서를 ‘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s, 이후 DR)’이라고 하는데, 특히 미국에서 발행된 경우를 ADR(미국예탁증권, American 

DR, 이후 ADR)이라고 부른다.  

ADR 은 미국 시장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기준에 맞게 발행/유통되고, 해외기업 

주식의 대체증서(certificates)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의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고, 모든 매매는 

미국 달러로, 그리고 모든 내용은 영어 하나로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쉽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버슬립 투자레터에서는 미국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ADR 을 통해 해외의 좋은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 분산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전략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네버슬립 투자레터 6.2 장에서는 매월 2 개의 ADR 종목에 대한 기업 소개 및 분석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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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 달의 ADR 분석 

포멘토 에코노미코 멕시카노(Fomento Económico Mexicano, S.A.B. de C.V., 

NYSE: FMX) 

기업 소개  

FEMSA 로 더 잘 알려진 포멘토 에코노미코 멕시카노는 1890 년 멕시코 몬터레이(Monterrey) 

에서 창립되어 현재에는 코카콜라 (Coca-Cola)의 전세계 프랜차이즈 보틀링 회사 중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는 코카콜라 관련제품 뿐만 아니라, 저칼로리 혹은 무설탕 탄산음료, 

희석주스 및 천연주스, 과일향 음료, 병물과 탄산수, 커피와 차, 스포츠 드링크 및 에너지 드링크, 

낙농제품 및 식물성 단백질 제품 등을 배급하고 있다.  

 

 

그림 5.1. FEMSA 소유의 OXXO (※출처 https://femsa.gcs-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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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미국, 칠레와 브라질 등지에서 ‘옥소(OXXO)’ 브랜드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에서는 최대 편의점 체인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와 페루에 OXXO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칠레,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3,161 곳의 일반약 매장을, 그리고 545 곳의 옥소가스(Oxxo Gas)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 내에서 ‘옥소 가스(OXXO Gas)’ 브랜드로 차량연료, 엔진오일, 윤활제,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지에서는 크루즈 베르데 (Cruz Verde), 

피베카 (Fybeca), 사나사나 (SanaSana), 이자 (YZA), 라 모데르나 (La Moderna), 파르마콘 

(Farmacon) 브랜드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5.2. OXXO 매장 취급상품 (※출처 https://femsa.gcs-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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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소형 냉장고(coolers), 상업용 냉장기기, 플라스틱 용기, 식품 처리 및 보존기기 등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물류운송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동향 

FEMSA 는 크게 코카콜라-FEMSA (Coca-Cola FEMSA), FEMSA 꼬메르시오 (FEMSA Comercio), 

하이네켄 (Heineken)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카콜라-FEMSA 는 FEMSA 가 47.2%의 

지분을 가진 세계 최대의 보틀링 회사이다. FEMSA 꼬메르시오는 다시 FEMSA 프록시미티 

(FEMSA Proximity) 부문과 FEMSA 헬스 (FEMSA Health) 부문, FEMSA 연료 (FEMSA Fuel)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FEMSA 가 지분 14.8%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네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5.3. FEMSA 의 기업구조 (※출처 https://femsa.gcs-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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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문 전반에 영향을 끼친 COVID-19 펜데믹의 영향으로 2020 년 2 분기 FEMSA 는 

미국예탁증권 1 주당 $1.42 의 순손실을 발표했다. 2020 년 2 분기 총매출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49 억 1,500 만 달러로 집계되었고, FEMSA 의 이익은 -9.1% 감소한 18 억 9,570 만 달러,  

영업수입은 -37.5% 감소한 3 억 2,460 만 달러, 총 영업마진은 -2.8% 감소한 6.5%를 나타내었다. 

분석가들은 COVID-19의 부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영업이익의 감소와 높은 세율, 그리고 비영업 

지출, 낮은 하이네켄(HEINY)의 수익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서는 FEMSA 의 글로벌 브랜드인 코카콜라와 하이네켄 관련부문은 제외하고, FENSA 의 

핵심 영업부문인 FEMSA 꼬메르시오를 중점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로, 코카콜라-FEMSA 의 

경우는 총매출이 전년대비 -10.2% 감소한 19 억 7,424 만 달러로 보고되었다. 영업수입은 -

19.1% 감소, 영업마진은 -1.3% 감소한 11.9%로 발표되었다.   

 

 

그림 5.4. OXXO 와 경쟁사의 매장수 비교 (※출처 https://femsa.gcs-web.com/) 

https://femsa.gcs-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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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SA 꼬메르시오(Comercio)의 프록시미티 부문은 앞서 언급한 OXXO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데, 2020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1 만 9,558 곳의 OXXO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FEMSA 꼬메르시오(Comercio)의 프록시미티 부문의 매출은 전년대비 -8% 감소한 18 억 

8,980 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펜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급감한 동일매장 매출의 

하락(-12.4%)과 낮아진 고객 방문률(-24.1%)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EMSA 꼬메르시오(Comercio)의 헬스부문은 전년대비 +2.5% 증가해 6 억 8,020 만 달러를 

기록하여 COVID-19 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일매장 매출 -49.3% 

감소, 평균사용량 -40.6% 감소와 평균가격 -14.7% 하락 등을 거친 FEMSA 꼬메르시오 

(Comercio)의 에너지 부문은 총매출의 -48.6%가 감소한 2 억 2,780 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0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총 551 곳의 OXXO Gas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수입은 -

82% 감소, 영업마진은 -1.5%가 감소한 0.8%로 발표되었다.  

 

 

그림 5.5. FEMSA 의 부채비율 (※출처: https://simplywall.st) 

 

FEMSA 의 부채비율은 지난 5 년동안 39.8%에서 68.9%로 증가하였다. 비록 영업 현금흐름이 

부채의 20.7%에 해당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2020 년 들어 급격히 늘어난 FEMSA 의 

부채비율은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리스크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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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FEMSA 의 ROCE, ROA, ROE (※출처: https://simplywall.st) 

 

마찬가지로, FEMSA 의 총자산순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 모두 동종산업계에 

뒤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3 년 후의 자기자본이익률은 현재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비슷한 격차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동종산업군보다 낮은 

변동성을 가진 FEMSA 의 특성상 현재의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암시할 수 있다고도 판단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5.7. FEMSA 의 시장 변동성(※출처: https://simplywall.st) 

하지만, 심플리 월스트리트의 보고서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FEMSA 의 주가가 적정주가에서 약 -35.5%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FEMSA 의 주가는 5 년내 최저점에서 약 +11%에 위치하고 있다. 더 이상의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이다.  

 

https://simplywall.st/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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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FEMSA 의 적정주가 (※출처: https://simplywall.st) 

 

 

그림 5.9. FEMSA 의 5 년 주가변동 (※출처: https://simplywall.st) 

 

최근 들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COVID-19 글로벌 펜데믹에서 비롯된 상황이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FEMSA 의 부진 역시 다른 

기업들처럼 기업구조나 사회구조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한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된다면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따라서, 남미국가 특유의 주스를 비롯한 

음료에 대한 강한 소비 트렌드에 기인한 성장 잠재성과 현재의 기저효과를 함께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대상으로의 FEMSA 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며 글로벌 경기의 

https://simplywall.st/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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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에는 다른 경쟁기업 보다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월한 시장점유율과 함께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의 세계 최대의 보틀링 서비스 업체라는 점 또한 FEMSA 가 좀더 매력적으로 판단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기본 정보 

• 섹터(Sector): 필수소비재(Consumer Staples) 

• 산업군(industry): 음료(Beverages) 

• 상장시장: NYSE 

• 스폰서십(sponsorship): Sponsored ADR  

• ADR 비율(ratio):  1 ADS : 10 원주 

재무 지표(2020 년 8 월 16 일 기준) 

• 주가: $61.31 

• 52 주 가격대: $55.83-$98.05 

• 시가 총액: $21.938B 

• 배당성향(Payout Ratio): 88%  

• 시가배당률(Dividend Yield): 2.52% 

• 연배당금(Dividend): $1.51 

• 배당월: 5 월,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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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FEMSA 의 주요 재무지표 (※출처: gurufocus.com, otcmarkets.com, invest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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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뽀 아에로포르뚜아리오 델 수레스떼(Grupo Aeroportuario del Sureste: 

NYSE: ASR) 

기업 소개   

그루뽀 아에로포르뚜아리오 델 수레스떼(Grupo Aeroportuario del Sureste, 이후 ASR)는 

1998 년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창립되었다. ASR 은 멕시코 남부지역의 칸쿤 (Cancun), 

코즈멜 (Cozumel), 메리다 (Merida), 우와툴코 (Huatulco), 오악사카 (Oaxaca), 베라크루즈 

(Veracruz), 비야에르모사 (Villahermosa), 타파츌라 (Tapachula), 미나틀란 (Minatlan) 등 총 

아홉 곳 공항들의 운영과 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ASR 은 멕시코의 GAP, 코르포라시온 아메리카 (Corporación America) 공항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단 3 곳의 라틴계 공항 기업 중 하나이다. 항공 서비스로는 승객 

서비스, 항공기 이착륙 서비스, 공항보안 및 주차 등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항공 

서비스로는 공항내 소매점, 레스토랑, 항공사등의 상업용 임대관련 서비스, 식자재 공급, 지상 

교통서비스, 항공연료 서비스, 공항 시설 건설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11.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항목록 (※출처: http://www.asur.com.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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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안(San Juan) 소재 루이스 무노즈 마린 (Luis Munoz Marin) 국제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메델린 (Medellin) 소재 엔리케 올라야 에레르라 (Enrique Olaya 

Herrera) 공항, 리오네그로 (Rionegro) 소재 호세 마리아 코르도바 (Jose Maria Cordova) 

국제공항, 몬테리아 (Monteria) 소재 로스 가르조네스 (Los Garzones) 공항, 카레파 (Carepa) 

소재 안토니오 롤단 베탄쿠르트 (Antonio Roldan Betancourt) 공항, 퀴보 (Quibdo) 소재 엘 

카라노 (El Carano) 공항, 코로잘 (Corozal) 소재 라스 부르하스 (Las Brujas) 공항 등 콜롬비아 

내에서도 다수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5.12. ASR 의 부문별 매출 (※출처: http://www.asur.com.mx/)  

최근 동향 

이번 COVID-19 으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은 역대 항공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어떤 

요인들보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동안 ASR 이 운영 중인 자산에 주었던 영향 중 2001 년의 

911 사태나 2008 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쳤고 

현재도 그 영향은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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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이 운영중인 공항들의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 2020 년 2 월 20 일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하여 

2020 년 6 월 기준 전년대비 -52.4% 감소, 국제선 이용객은 -52.3% 감소하였다. ASR 의 멕시코 

내 공항의 이용객수의 변화를 보면 2020 년 상반기 통계에서 이미 전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13. 외부 요인에 의한 공항이용객 변화 (※출처: http://www.asur.com.mx/)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 월의 ASR 이 운영하는 공항의 이용객은 전년동기 대비 -77.6%가 

감소했다. 남미소재 공항 이용객은 각각 멕시코에서 -74.7%, 푸에르토리코에서 -62.4%, 

콜롬비아에서 -9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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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ASR 의 성장율 (※출처: http://www.asur.com.mx/)  

글로벌 펜데믹의 영향으로 사업상 혹은 레져/여행 수요가 급감했으며 2020 년 3 월 16 일 

이후로 각국의 정부기관들이 COVID-19 의 확산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여행을 제한하거나 

승객들도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2020 년 3 월 

23 일부터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탑승객의 검진이 3 월 20 일부터는 2 주간의 강제격리 명령으로 

바뀌게 되고, 이후 7 월 15 일부터는 모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푸에르토리코행 출발 

72 시간 전 COVID-19 감염 테스트가 의무화되었다. 

콜롬비아에서는 2020 년 3 월 23 일부터 화물기나 인도적 긴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 

항공편 (경유편을 비롯)의 운항이 8 월 31 일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2020 년 

9 월 1 일부터 콜롬비아 내의 모든 공항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COVID-19 가 안정적으로 통제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콜롬비아의 국내선 운항은 7 월 

1 일부터 부분 허용되었지만, ASR 의 콜롬비아내 공항은 아직도 원할한 항공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이런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도 ASR 을 선택한 것은 앞선 몇 종목의 ADR 

종목들처럼 최근 실적과 주가에 관한 이슈는 대체적으로 글로벌 펜데믹의 영향에 의한 것이지 

기업의 펀데멘털의 손상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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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ASR 의 부채비율 (※출처: https://simplywall.st) 

ASR 의 부채비율을 보면 36.2%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다. 비록 지난 5 년간 18%에서 

36.2%로 증가하긴 했지만 2017/2018 이후 부채비율은 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영업 

현금흐름이 부채의 38.4%를 커버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플리월스트리트는 ASR 의 실적이 향후 3 년동안 크게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며, 연간 예상 

성장률은 +26.9%로 동종산업계는 물론 시장전체의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에 있어서도 +15.2%의 연간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림 5.16. ASR 의 연간 성장율 예상 (※출처: https://simplywall.st) 

https://simplywall.st/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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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의 총자산순이익률 (ROA)와 자기자본이익률 (ROE) 역시 현재는 동종산업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3 년의 자기자본이익률은 동종산업계의 이익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또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5.17. ASR 의 ROCE, ROA, ROE (※출처: https://simplywall.st) 

여행/레저 관련 기업들은 거의 모두 COVID-19 의 확산에 의해 사상초유의 타격을 입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미의 국가들 중에서 특히 멕시코는 국토의 면적이 한반도의 9 배, 한국의 

20 배에 달하기 때문에 항공 여객수요가 무기한 바닥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COVID-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여부와 여행객의 공포심리 회복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이지만,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항공여객 수요는 언젠가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ASR 이 운영 중인 칸쿤 공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미국 전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것을 예상한다.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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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칸쿤 공항의 용이한 접근성 (※출처: http://www.asur.com.mx/)  

 

심플리월스트리트는 ASR 의 주가를 적정주가에서 약 -19.4%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록 ASR 도 그동안 지속해 오던 배당지급을 연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반대로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분할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지분을 늘린다면 본격적인 경기 회복시기에는 수익을 

배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5.19. ASR 의 적정주가 (※출처: https://simplywall.st) 

http://www.asur.com.mx/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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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자료를 보면, 필자의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는 듯하다. ASR 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페르난도 제라르도 치코 파르도(Fermanado Gerardo Chico Pardo)가 전체 

지분의 22.12%를 보유하고 있는데, 파르도 회장은 지난 7 월 31 일 7 억 2,279 만 4 천 멕시칸 

페소에 해당하는 290 여 만주를 추가매수하여 지분을 +4.58%를 늘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6  

그림 5.20. ASR 의 내부자 주식매수 (※출처: https://simplywall.st) 

 

뿐만 아니라 2 대 주주인 오토버스 데 오리엔테(Autobuses de Oriente) 역시 +27.21%나 지분 

보유량을 늘렸다는 점은 계속되는 주가하락 속에서도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림 5.21. ASR 의 7 대 주주 (※출처: https://simplywall.st) 

 

https://simplywall.st/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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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ASR 의 주가변동 (※출처: https://simplywall.st) 

 

단순한 차트상으로만 판단했을 때 ASR 의 주가가 $135 대를 돌파한다면 다시 한 번 주가 

회복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만약 상황을 더 두고 보기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ASR 의 주가가 $85 근처까지 다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려가도 괜찮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글로벌 펜데믹 2 차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투자진입은 각별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기본 정보 

• 섹터(Sector): 산업재(Industrials) 

• 산업군(industry): 운송 기반시설(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상장시장: NYSE 

• 스폰서십(sponsorship): Sponsored ADR  

• ADR 비율(ratio): 1 ADS : 10 원주 

 

재무 지표(2020 년 8 월 16 일 기준) 

• 주가: $115.91 

https://simplywal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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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주 가격대: $82.08-$210.38 

• 시가 총액: $3.462B 

• 배당성향(Payout Ratio): 해당없음  

• 시가배당률(Dividend Yield): 해당없음 

• 연배당금(Dividend): 해당없음 

• 배당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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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ASR 의 주요 재무지표 (※출처: gurufocus.com, otcmarkets.com, invest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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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by 인베스테인먼트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등 현업에서 수십 년간 레코드를 쌓아온 투자의 구루들을 소위 

‘거인’이라 부른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기록 또는 책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거인들의 포트폴리오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축복이라 생각된다. 

이들의 포트폴리오 운용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13F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는 

“FORM 13F”라는 것이 있다. SEC 라 불리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으로, 1 억 

달러(원화 약 1,200 억원) 이상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라면 의무적으로 매 분기 마감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최근 분기 포트폴리오 운용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이 덕분에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의 대가 혹은 전세계를 움직이는 탑 펀드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다. 

 

그림 6.1.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정한 13F 의 규칙 중 일부 (※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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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요 헷지펀드들의 2 분기 주요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8/15 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2 분기 헷지펀드들의 주요 포트폴리오가 모두 공개되었다.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가장 많은 투자자는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워런 

버핏이었으며 13F 등록 조회수 순위 기준으로 세스클라만의 바우포스트 그룹, 데이비드 

아인혼의 그린라이트 캐피털 등이 있었다. 또한 올해 가장 핫한 펀드 중 하나인 빌 애크먼의 

퍼싱스퀘어도 순위권에 올랐다. 이들 중 유의깊게 살펴볼 만한 변화가 있는 주요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2. 워런 버핏, 빌 애크먼, 레이 달리오의 최신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출처: Google) 

먼저 워런 버핏, 빌 애크먼, 레이 달리오의 이번 분기 포트폴리오 변화의 공통점을 한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집중’이다. 공교롭게도 각자 투자하는 분야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투자처를 다각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집중하는 것을 택한 모습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중~하위권 주식을 매도, 비중 상위에 있는 주식을 오히려 더욱 매수하며 일종의 추세 추종, 

쉬운 말로 잘 나가는 주식을 더 사모으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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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Top 10 살펴보기 

먼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 2 분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위 10 개 종목의 비중이 

무려 87.7%까지 올라온 걸 알 수 있다. 역대 최대급으로 직전 분기 82.8% 대비 5%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다. 물론, 상위 종목에 포함된 애플의 급격한 주가 상승이 더욱 비중 쏠림 현상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 워런 버핏은 이를 인위적으로 재배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금융주들을 축소했다. 4 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의 주식 수를 기존 대비 26% 

감소시켰으며, 유에스뱅콥과 뱅크오브뉴욕멜론 역시 각각 1%, 9% 비중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랭크 티커 설명 
현재  

비중(%) 

이전  

비중(%) 
지분율 

주식 수  

변화 

1 AAPL 애플 44.2  35.5  5.7% - 

2 BAC 뱅크오브아메리카 10.9  11.2  10.7% - 

3 KO 코카콜라 8.8  10.1  9.3% - 

4 AXP 아메리칸익스프레스 7.1  7.4  18.8% - 

5 KHC 크래프트하인즈 5.1  4.6  26.6% - 

6 MCO 무디스 3.4  3.0  13.1% - 

7 WFC 웰스파고 3.0  5.3  5.8% -26% 

8 USB 유에스뱅콥 2.4  2.6  8.8% -1% 

9 DVA 다비타 헬스케어 1.5  1.7  31.2% - 

10 BK 뱅크오브뉴욕멜론 1.4  1.5  8.2% -9% 

탑 10 계  87.7  82.8      

표 6.3. 버크셔해서웨이 2 분기 포트폴리오 (※출처: 13F) 

지난 달 항공주에 이어 결국 경기민감주에 해당하는 은행주들을 분할 매도하는 것으로 보아, 

버핏 역시 단기간 경기 빠른 회복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금광주 배릭골드(티커 : GOLD)를 일부 매수했으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28%에 지나지 않아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버핏은 실제로 소액 매수했다가 

다음 분기에 바로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 투자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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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이었던 버핏이 간접적인 금투자로 볼 수 있는 금광주에 일부 투자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그것이 버핏이 직접 했든 후계자가 했든 말이다.  

 

그림 6.4. 애플의 5 년 주가 차트 (※출처: Stockcharts)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면서도 망각하는 사실은 역시 워런 버핏의 애플 집중 매입이다. 결국 

2016 년부터 워런 버핏은 애플 매수를 시작해 사실상 집중투자를 실천했고 무엇보다 주가 

변동에 굴하지 않고 현재까지 약 3 년 이상 보유하며 3 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애플과 같은 초우량주를 모아 장기보유하는 것의 힘을 다시금 워런 

버핏이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누구나 알고 있던 주식이며, 마음 먹었다면 누구나 공부해볼 

수 있었던 우량주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또 이런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보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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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 Top 10 살펴보기 

다음으로 자산배분의 대가라 불리는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의해야할 점은, 레이달리오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수십 개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폐쇄형 펀드다. 공개된 펀드는 아주 일부라는 점을 참고해야 하며, 물론 이 

공개된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점들이 많기에 살펴보고자 한다.  

랭크 티커 설명 
현재  

비중(%) 

이전  

비중(%) 

주식 수  

변화 

1 SPY S&P500 ETF 26.1  18.2  41% 

2 GLD 금 실물 ETF 15.3  11.9  34% 

3 IVV S&P500 ETF 8.7  6.6  29% 

4 VWO 이머징 ETF 7.5  9.2  -19% 

5 IAU 금 실물 ETF 4.5  3.5  35% 

6 BABA 알리바바 3.4  1.1  241% 

7 FXI 홍콩 ETF 3.2  0.4  717% 

8 MCHI 중국/홍콩 ETF 2.5  0.4  486% 

9 VEA 선진국 ETF(미국 제외) 2.4  1.7  42% 

10 EFA 선진국 ETF(미국 제외) 2.4  1.8  42% 

탑 10 계  76.0  54.9    

표 6.5. 브릿지워터 2 분기 포트폴리오 (※출처: 13F)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집중’이다. 포트폴리오 상위 

10 개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이전 분기 54.9%에서 76%로 상당히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S&P500 이 각각 1, 3 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2, 5 위가 금 

투자 ETF 에 해당한다. 4 위의 이머징 ETF 만이 단독으로 줄었으며, 나머지는 비중이 대거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별 종목으로는 알리바바가 무려 3.4%에 달하는 것이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리고 홍콩과 중국에 노출되는 ETF 가 나란히 7,8 위에 올라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 가 각각 9, 10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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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브릿지워터 포트폴리오 자산별 배분 그래프 (※출처: Stockcharts) 

이를 다시 공통된 자산군으로 묶어보면 S&P500 에 34.8%, 금에 19.8%, 이머징에 7.5%, 

중국/홍콩에 5.7%, 선진국에 4.8% 배분하는 결과가 나온다. 사실 레이달리오와 같은 방식의 

자산배분이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따라하며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가 한다. 

대표적인 시장, 국가, 자산군의 ETF 를 설정한 뒤 상황 판단에 맞게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과 자산을 보는 눈이 뒤따라야겠지만 최소한 개별주식을 

공부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개별종목 주가움직임에 대한 스트레스, 심지어 리스크까지 

감수해야하는 위험을 여러모로 줄일 수 있기에 꽤나 매력적인 방법으로 다가온다. 오히려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지만, 잘 분산해놓는다면 말 그대로 신경쓰지 않고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참고해보면 좋을만한 투자의 대가 중 한 명이다.  

 

S&P500, 

34.8

금, 19.8

이머징, 7.5

중국/홍콩, 

5.7

선진국, 4.8

기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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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빌 애크먼의 포트폴리오 Top 10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핫한 헷지펀드 중 하나인 퍼싱 스퀘어를 운용하는 빌 애크먼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빌 애크먼은 리틀 워런 버핏이라 불릴 정도로 가치분석을 통한 

집중투자에 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올해 시장 폭락 전 빠르고 과감한 베팅으로 큰 

수익을 올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재빠르게 시장 낙관론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여 말 그대로 올해 가장 핫한 투자자로 평가받고 있다. 

랭크 티커 설명 
현재  

비중(%) 

이전  

비중(%) 
지분율 주식 수 변화 

1 LOW 로우스(건자재) 22.2 16.0 1.7% 3% 

2 QSR 레스토랑 브랜즈(버거킹) 17.7 9.2 8.3% 66% 

3 CMG 치폴레 15.8 11.6 4.2% 0% 

4 A 애질런트(분석 기기) 14.4 13.8 4.1% 0% 

5 HLT 힐튼 그룹(호텔, 리조트) 13.1 14.3 5.0% 0% 

6 SBUX 스타벅스 9.6 10.1 0.9% 0% 

7 HHC 하워드 휴즈(리츠) 7.3 9.4 19.9% -10% 

8 BX 블랙스톤 그룹(사모) 0.0 0.4 0.0% -100% 

9 BRK.B 버크셔해서웨이 0.0 15.2 0.0% -100% 

10 PK 파크 호텔&리조트 0.0 0.1 0.0% -100% 

탑 10 계  100 100   

표 6.7. 퍼싱스퀘어 2 분기 포트폴리오 (※출처: 13F)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적인 감각을 자랑하는 빌 애크먼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데, 위의 표와 같이 빌 애크먼은 현재 7 개 종목으로 압축하여 더욱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기존 10 개 종목에서 이번 분기 3 개 종목을 

전량 매도해버렸으며,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로우스와 레스토랑 브랜즈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잘 나가는 2 개의 주식에 더욱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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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주요 외식업체 주가 추이 (※출처: Stockcharts) 

위 차트는 빌 애크먼이 투자한 주요 외식업체 3 사의 주가인데, 파란색이 치폴레, 빨간색이 

스타벅스, 검은색이 레스토랑 브랜즈에 해당한다. 올해 성공적으로 배달 전환을 한 치폴레가 

빠르게 치고나가고 있고, 뒤늦게 스타벅스와 레스토랑 브랜즈가 회복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빌 애크먼도 아마 레스토랑브랜즈의 주식 수를 66% 늘린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보아도 단기로 치폴레는 과열된 부분이 있는데 반해, 

스타벅스와 레스토랑 브랜즈는 6 월부터 약 3 개월 가까이 횡보하였으므로 언제든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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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결론과 헷지펀드 동향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헷지펀드들의 업종 분산 동향을 보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트렌드의 변화가 아닌 트렌드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킨 요인이었음이 명확해진다. 비중이 

늘어나고 있던 IT,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가파르게 늘리는 

요인이 되었으며 헷지펀드들은 재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9. 헷지펀드 업종 분산 동향 (※출처: 13F)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주 위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주식들과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헷지펀드를 포함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극단적인 쏠림 끝에는 정상화로의 

전환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대체재가 보이지 않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당분간 기존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것이 위의 투자 대가들을 포함한 헷지펀드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 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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