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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리포트 구성 요약

2019 오마하 프로젝트 메이커들이 직접 찍은 주주총회장의 현장 스케치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2019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을

한글로 번역하여 정리하였으며, 주주총회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쇼핑 데이’의 참가 기업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가하고 싶은 주주분들을 위해 참가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Disclaimer

1. 본 자료는 필자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후 작성한 것으로 독자의 생각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시점과의 차이, 사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 주요 투자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3. 본 자료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자료 작성자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자료의 저작권은 ‘인베스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저자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프롤로그(prologue)



프롤로그

2019 오마하프로젝트

음악과 환호성, 웃음. 그리고 경청에 이어지는 박수갈채. 

콘서트장만이 아니라, 버크셔 헤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인구 40여 만 명의 도시 오마하(Omaha)에 몰려든 4만 여 명의

참석자들은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등장에 환호를 보내고, 

찰리 멍거의 무심코 던지는 듯한 농담에 함께 웃는다. 

워렌 버핏이 입을 열면 한 마디라도 놓칠까,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

주요 내용이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낸다.

1. 프롤로그 3. 주주서한 번역 정리본 4.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5. 주주총회 참가방법 6. 에필로그2. 현장 스케치



프롤로그

2019 오마하프로젝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축제’일 것이다. 

2박 3일의 주주총회 기간 동안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모인 주주들은

1일차 쇼핑데이, 2일차 주주총회, 그리고 3일차의 단축 마라톤까지

총 2박 3일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든 것을 몸으로 느낀다. 

특히 부모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아이들, 노부부의 모습은 주주 자본주의와

생활 속 자본주의가 정착된 미국 사회의 건전한 자본주의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생생한 참여 후기와 사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주주총회의 모습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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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스케치



출처: https://www.ustooza.com/ 7

총기류 보안검색을 위해 줄 서있는 주주총회 참가자들

1일: 쇼핑데이 참가현장

주주총회장인 CHI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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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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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서한 한글번역



버크셔 해서웨이 매출 평가

• 2018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출 (새로운 회계기준 GAAP 적용)

• 2018년 분기별 실적

- 1분기와 4분기: 각각 11억 달러와 254억 달러의 GAAP 손실

- 2분기와 3분기: 각각 120억 달러와 185억 달러의 이익

영업이익 248억달러

무형자산손실로인한비현금성손실
(대부분크래프트-하인즈의보유지분에서발생)

-30억달러

투자자산매각으로인한실현수익 28억달러

미실현자본수익감소분 (장부상기재중) -206억달러

총합 4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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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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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The Annual Meeting)

• 연례 주주 총회는 2019년 5월 4일 개최예정

• 참가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해 야후 웹캐스트(Yahoo’s webcast)를 통해 현장중계 예정

• 앤디 서워(Andy Serwer)와 야후 관계자들이 전체 주주총회 및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니져들, 연예인들, 재정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책임질 것

• 오전 9:45 동부시간(EST)부터 행사가 시작될 것이며 중국어(보통어) 동시통역이 제공될 것

2019년 2월 23일 워런버핏 (Warren E. Buffett) 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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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소개



ACME BRICK COMPANY

1891년, George Bennett이설립한회사이며 Fort Worth, Texas에본사가위치해있다.

점토벽돌, 콘크리트블록, 석회석절단제품등건축의석조부분에필요한자재들을
생산및유통하는회사이다. 그리고, 타사의바닥재,타일, 석조제품등을유통한다. 

주로미국중남부와남동부에있는주택건설업체와석재및일반시공업체에
제품을공급한다.

14출처: https://br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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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총회 참가방법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참가방법

(1) 참가를 위해 필요한 건 뭐?

별도의 참가증인 출입증(Credential)이 있어야 한다. 

출입증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니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매수하고 주주가 되어야 한다.

(A주/B주 상관없이 주주 1인당 최대 4장의 출입증 제공) 

(2) 출입증(Credential)이 발송되는 절차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3월 경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여기에는 주주총회 참가 신청을 위한

주주총회 출입증 신청서가 함께 들어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4월 중 우편으로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3) 그런데 문제는? 

한국 증권사를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를 매수한 주주들에게는

자동으로 출입증 신청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받을 수 있다.

주주총회 출입증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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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주총회 출입증(CRE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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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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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epilogue)



에필로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워렌 버핏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안들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주주 총회를 통해서 실수에 대해 담담하게 인정할 줄 알고 끊임없이 가치주를 발굴해 복리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워렌 버핏식

투자의 정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며, 사진과 후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고, 이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아보길 바란다.

2019 오마하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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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1. 본 투자전략노트는 필자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된 영역을 분석하여 얻은 투자 아이디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독자의 생각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투자전략노트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시점과의 차이, 사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 주요 투자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3. 본 투자전략노트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자료 작성자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투자전략노트의 저작권은 ‘2018 오마하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저자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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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오마하의 현인, 투자를 시작하다. 

‘오마하의 선지자(Oracle of Omaha)’ 혹은 ‘오마하의 현인(Sage of Omaha)’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1930 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주식 중개인이었던 하워드 버핏과 부인 

라일라 사이의 3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림 1.1. 워런 버핏 (※ 출처: nationofchange.org) 

당시의 네브래스카는 1929 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의 많은 

아이들처럼 워런 버핏 역시 돈을 아끼는 습관을 가지며 자라났다. 단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또래들과 놀고 있을 때, 워런 버핏은 ‘돈을 벌고 있었다’는 아주 ‘소소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워런 버핏은 투가가로서의 기질을 일찍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 나이는 여섯 

살로 알려져 있다.  

<중략>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젖은 눈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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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워런 버핏의 명언 (※ 출처: azquotes.com)  

2. 워런 버핏의 투자실패 사례를 통해 얻는 교훈들 

워런 버핏은 “나는 사람들이 기업경영의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에서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 쪽으로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워런 버핏은 투자실패 사례를 통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투자와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필자도 이런 연유로 워런 버핏의 투자실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1) IBM 지분투자 실패 사례 – 클라우드 1 위 업체 아마존의 등장과 경쟁 

2) 에너지 퓨처 홀딩스의 투자 실패사례 – 셰일가스의 대두로 천연가스 가격폭락 

3) TESCO 지분투자 실패 사례 – 예상치 못한 분식회계와 주가폭락으로 손실 

4) 덱스터 슈투자실패 사례 – 신흥국 저가신발 수입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5) 제네랄 리 투자실패 사례와 극복 – 누구도 예상치 못한 9.11 테러로 인한 손실 

6) 블루칩 스탬프스 투자실패 사례 – 상품권 사업의 장기 트랜드 예측 실패 

7)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 실패 사례 – 사업의 영속성과 감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교훈 

 

위에서 열거한 7 가지 중요 투자실패사례를 통한 교훈을 찾아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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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 후반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주는 겨우 1,200 여명 이었다. 현재 주주는 30 만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에는 4 만명 이상의 주주가 네브라스카의 소도시 오마하로 

몰려든다. 당시 망해가던 한낱 보잘것 없던 직물 제조회사를 인수하여 시가총액으로 세계에서 

10 위권 안에 드는 투자 지주회사로 탈바꿈 시켰다. 이런 엄청난 성과는 워런 버핏이 

투자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후 ‘해야 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에 명확한 원칙을 세우며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에서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마음속의 다짐이 아닌 실천으로 

승화시킬 때 만이 수익으로 돌아오다는 것을 워런 버핏의 투자실패 사례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글을 마치고자 한다.    

3. 2019 년 1 분기 버크셔 해서웨이 13F 

13F 보고서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서는 자산이 1 억 달러가 

넘는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에게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보유지분의 변동사항을 13F 라는 

보고서 양식을 통해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F 보고서는 유명 투자자들의 분기별 투자활 

동과 함께 보유현황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 자에게 매우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단, 매 분기가 종료 후 45 일 이내에 보유자산의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13F 보고서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단기 투자지분에 대한 실제 정보가 보고 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SEC 의 규정이 옵션 포지션에 대한 보 고는 필수이나 매수나 매도 

포지션 명시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분석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용중인 투자자산의 현황은 13F 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9 년 1 분기 기 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평가금액 은 1,994 억 

8,370 만 달러로, 전분기 1,830 억 6,600 만 달러보다 +8.97% 그리고, 작년 2018 년 1 분기의 

1,889 억 4,400 만 달러 대비 +5.58%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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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4. 투자전략  

2019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나온 주제들로 아래와 같이 투자 

아이디어와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아마존(Amazon) 

 

그림 4.1. 아마존 (※ 출처: amazon.com)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기술주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비중 1 위인 애플의 매수부터 이런 입장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워런 버핏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금요일 CNBC 와의 인터뷰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마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중략> 

 웰스파고(Wells F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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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웰스 파고 (※ 출처: wellsfargo.com) 

2019 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몇 년째 나오고 있는 단골질문이 있었다.  

바로 유령계좌 스캔들의 장본인이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서 4 위를 차지하고 있는 

웰스파고(WFC)이다.  

<중략> 

옥시덴탈 정유 (Occidental Petroleum) 

버크셔 해서웨이는 옥시덴탈 정유(Occidental Petroleum, 이하 옥시덴탈)에 100 억 달러($10B)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중략> 

자동화 (Automation)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산업 자동화로 인해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장기적 고용이 아닌 

임시적 고용들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워런 버핏의 답은 간단명료했다. 우리 

사회는 사라진 직업을 대체하는 다른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이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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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트-하인즈(Kraft Heinz, KHC) 

크래프트-하인즈의 역사 

크래프트-하인즈는 맥스웰하우스, 카프리썬, 필라델피아(크림치즈), 맥앤치즈, 젤로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 식품제조 기업이다. 원래 헨리 하인즈가 1869 년 창립한 하인즈와 1903 년에 

창립한 크래프트는 각각 독자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3 년 호르헤 파울로 레만과 동료 알렉스 베링, 베르나르도 히스가 이끄는 3G 캐피털과 손잡은 

버크셔가 하인즈를 인수하게 된다. 이후 2015 년, 버크셔 해서웨이와 3G 가 크래프트 마저 

합병하며 ‘크래프트-하인즈’를 출범시켰다.  

 

그림 4.24. 크래프트-하인즈 합병시 지분율 (※ 출처: www.kraftheinzcompany.com) 

<중략> 

버크셔 해서웨이 자사주 매입(Berkshire’s stock buybacks) 

버크셔 해서웨이와 기업인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016 년, 320 억 달러에 항공기 부품 생산업체인 프리시전 

캐스트파트(Precision Castparts)의 인수를 마지막으로 큰 규모의 인수를 하지 않았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