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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월 미국주식시장 전망 

by 베가스풍류객 

1.1 미국 5 월 주식시장 전망 

2017 년부터 줄기차게 상승하던 미국시장은 2018 년 연초부터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기의 펀더멘탈이 꺾인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2 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전후로 

재차 상승의 온기가 돌 것으로 판단한다. 5 월은 S&P500 기업의 대부분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달이다.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월은 개별 기업의 본질인 실적을 잘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 1 분기 GDP 가 2.3%로 발표되었다. 현재 블룸버그의 미국 1 분기 GDP 컨센서스는 

2.2% 정도이었는데 0.1% 상승하였다. 

<미국 GDP 추이> 

출처: 세인트루이스 연준, Tradingeconomics, 인베스테인먼트 

2 분기는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2017 년 감세안(TAX CUT)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살아날 

전망이다. 미국은 4 월 15 일까지 미국세청(IRA)에 세금을 보고해야 하며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으므로 택스리턴(Tax Return)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작년에 

선납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미국 가정들이 많다. 미국 각 가정에서 택스리턴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내수 소비로 이어진다. 미국은 소비로 움직이는 나라이며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 자연스레 기업의 매출도 늘게 되므로 경기소비재 중심의 업종의 주가도 잘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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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월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이슈들  

by 베가스풍류객 

2.1 국제유가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호조로 인해 원유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5 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으로 휘발유 수요는 대폭 늘어갈 것이다. 석유수출국 기구 (OPEC)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감산 재연장을 시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를 상장시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니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한 듯, 상장을 차일피일 연기시키고 있다. 이전 70 불 정도의 희망하는 유가 수준이 

이제는 80 불에서 100 불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6 월 비엔나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 기구(OPEC) 회의에서 감산 연장이 결의된다면 국제유가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시리아 관련된 중동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5 월 12 일 트럼프는 이란 핵 협정(JCPOA) 

탈퇴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만약 유예를 하거나 탈퇴를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것이다. 따라서 5 월 12 일은 국제유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난 1 월 트럼프는 이란 제재에 대한 유예를 연장했다. 트럼프는 5 월 12 월까지 유럽 

국가들과 이란 핵협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예하지 않고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제재가 다시 시리아 문제와 결부시키거나 핵협정 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란은 경제제재로 인해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고 국제유가는 상승으로 다시 

가닥을 잡을 것이다. 

현재 베네주엘라의 원유생산은 바닥을 기고 있다. 전력 부족 및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원유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5 월 20 일 베네주엘라 조기 대선도 국제유가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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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월 주요종목 실적발표 일정 및 관심종목 

by 베가스풍류객 

3.1. 5 월 주요종목 실적발표일정 

아래 그림은 12 개월 EPS(주당순이익)의 추정치와 S&P500 주가지수의 10 년 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S&P500 기업의 주가와 실적추정치가 거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개월 EPS 추정치와 S&P500 주가지수> 

 

출처 : 팩트셋(Factset) 

팩트셋에 따르면 2018 년 4 월 27 일(미국 현지시간) 현재 S&P500 기업 중 53%가 18 년 

1 분기 실적을 발표하였다.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79%가 1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74%의 기업이 기대치를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팩트셋이 2008 년 3 분기 이후 실적 분석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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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8 년 5 월 미국 증시 이슈 및 경제 지표 발표일정 

Friday

5월 IPO 일정 FOMC 회의 FOMC 기자회견 4월 고용보고서
5/2 4월 자동차판매 07:00 주택융자 신청 [MBA] 08:30 4월 고용보고서 빨간색: 매우중요

09:45 Markit PMI 제조업 지수 08:15 ADP 4월 고용보고서 08:30 3월 무역수지 13:00 원유 채굴장비수[베이커휴즈] 보라색: 중요

5/3 ASLN (ASLANPHARMACEUTICALS) 10:00 4월 ISM 제조업지수 09:45 4월 Markit 서비스 PMI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파란색: 보통

UBX (Unity Biotechnology) 3월 건설지출 10:00 3월 내구재 주문 30년물 고정 모기지금리

INSP (Inspire Medical Systems) 4월 ISM 비제조업지수 09:45 4월 Markit 서비스 PMI

5/4 ROAD (Construction Partners) 10:30 원유재고 [EIA] 10:00 4월 내구재 주문

CBLK (Carbon Black) 14:00 FOMC 기자회견 4월 ISM 비제조업지수

16:30 연준 대차대조표 공개

1 FOMC 회의 15:00 3월 소비자 신용지수 06:00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07:00 주택융자 신청 [MBA] 08:30 3월 수출입물가지수 08:30 미국 무역수지 제롬파월(연준의장)

미국경기 전망에 대한 판단 15:30 로버트 카플란 연설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08:30 4월 생산자물가지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10:00 3월 소비심리지수 제임스블라드(세인트루이스)

2 4월 고용보고서 찰스 에반스 연설 10:00 JOLTS 보고서 10:00 3월 도매재고 30년물 고정 모기지금리 13:00 원유 채굴장비수[베이커휴즈] 닐카시카리(미네아 폴리스)

고용동향 점검 10:30 원유재고 [EIA] 4월 소비자물가지수 렌달 퀄스(연준 부의장)

3 실적시즌 13:15 라파엘 보스틱 연설 14:00 4월 재무부 재정보고 찰스에반스(시카고)

개별기업 실적발표 확인 로버트 카플란(달라스)

라파엘 보스틱(애틀란타)

EIA 단기 에너지 전망보고서

4월 소매판매
1 한미정상회담(예상) 08:30 4월 소매판매 07:00 주택융자 신청 [MBA] 08:30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13:00 원유 채굴장비수[베이커휴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 논의 3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08:30 4월 주택착공건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 OPEC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 10:00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4월 건축허가건수 10:00 4월 경기선행지수

석유시장에 대한 전망 확인 09:15 4월 산업생산 30년물 고정 모기지금리

3 이란 핵협정 합의 10:30 원유재고 [EIA]

국제 유가 변동성 증폭 OECD 경기선행지수

4 미국 4월 소매판매 OPEC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

미국 소비증가 주목 EIA 원유시추생산성 보고서

5월 주식시장
1 연준 의사록 공개 08:30 10:00 08:30 4월 내구재 주문 1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주목

경기 전망에 대한 확신 판단 07:00 주택융자 신청 [MBA] 08:30 3월 캔자스시티 제조업지수 13:00 원유 채굴장비수[베이커휴즈] 2주 한미정상회담에 결과에 주목

2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10:00 4월 신규주택판매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주 미국 경제지표 개선 기대

유로존 긴축에 대한 논의 11:00 원유재고 [EIA] 30년물 고정 모기지금리 4주 미국 기업 실적 개선 기대

3 4월 신규주택 판매 14:00 5월 연준의사록 공개 10:00 기존주택 판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연준 베이지북 미동부시간 기준(ET)

1 연준 베이지북 공개 09:00 3월 CS S&P 주택가격지수 07:00 주택융자 신청 [MBA] 08:30 4월 개인소비

미국경기에 대한 전망 확인 10:00 소비자 심리 지수 08:15 ADP 5월 고용보고서 PCE 디플레이터

2 미국 GDP 발표 08:30 미국 GDP 추정치 발표 3월 시카고 제조업지수

미국 경제성장률 확인 필요 소매재고, 도매재고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 북미정상회담 기대감 미국 GDP 30년물 고정 모기지금리

북미간 긴장완화 10:30 원유재고 [EIA] 10:00 미결주택매매

14:00 연준 베이지북 EIA 원유 보고서

한미정상상회담(예

정)

PRT (PermRock Royalty Trust)

5월 연준 의사록 

공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미경제사절단 중국 

방문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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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세계곡물수급전망

18 19

4
t
h
 
w
e
e
k

20 21 22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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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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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018년 5월 미국 증시 이슈 및 경제 지표 발표일정

29 30 31

4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4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금리에 영향을 받는 신규주택 
판매

MSCI 반기리뷰, 중국 A주 
편입

메모리얼 데이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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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배당주에 장기투자하기 

by 알디슨 

배당락일을 지켜보다가 미국의 분기 배당주를 배당락일 직전에 매수하면 매수 후 13 개월 

내에 배당을 5 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투자 레터의 ‘미국 배당주에 

장기투자하기’ 챕터에서는 매월 다음 달에 배당락일이 있는 S&P500 종목들 중에서 아래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매월 2~3 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다. 

 

※ 투자 레터에서 제안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 조건: 

• 시가배당률(dividend yield) 2% 이상 

• 페이아웃률(payout ratio, 순이익 중 배당을 지급하는 비율) 0.20~0.65 사이 

• 최근 3 년간 배당 증가 2 회 이상 

• 최근 3 년간 배당 감소 0 회 

• 최근 3 년간 배당 성장 10% 이상 

 

4.1 S&P500 배당주 및 배당 일정 

미국 S&P500 종목들 중, 2018 년 5 월에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 있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총 99 개이다. 그리고 99 개 종목들 중, 본 투자 레터에서 분석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은 총 18 개(옅은 붉은색 표시)이다. 이 중에서 이번 달 

투자레터에서는 다음 3 개의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타겟(TGT), 인텔(INTC), 

크로거(KR) 

※ 스크리닝 예시: 암젠(AMGN)은 비교적 높은 시가배당률인 3.12%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 년간 3 회 배당 증가하였고 배당 성장도 88.53%이지만 페이아웃률이 높아서 

제외되었다. 코퍼레이트 캐피탈 트러스트(CCT)는 시가배당률이 높지만 페이아웃률이 

높고 배당 성장이 없어서 제외되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시가배당률 또는 배당 

성장률이 낮거나 최근 3 년간 배당 감소한 내역이 있어서 관심 종목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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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S&P500 배당주 및 배당 일정 – 1> 

 

 

티커 기업명(영문) 배당락
배당 

지급일
시가배당률

페이아웃 
비율

배당 증가 
(3년)

배당 감소 
(3년)

배당 성장 
(1년)

배당 성장 
(3년)

AFL Aflac 5/22 6/1 2.40% 0.18 4 4.82% 16.00%

AMAT Applied Materials 5/23 6/14 1.44% 0.32 1

AMGN Amgen 5/16 6/8 3.12% 2.02 3 15.00% 88.53%

ARNC Arconic 5/3 5/25 1.05% -0.85 0 1

CCT Corporate Capital Trust 5/11 5/21 9.47% 1.27 1

CFG Citizens Financial Group Inc. 5/1 5/16 2.07% 0.27 4 39.13%

CMS CMS Energy 5/3 5/31 3.03% 0.86 3 7.26% 23.15%

ETN Eaton Public 5/3 5/18 3.47% 0.39 3 5.26% 22.45%

FE Firstenergy 5/4 6/1 4.27% -0.38 0

INTC Intel 5/4 6/1 2.43% 0.61 3 3.61% 19.72%

JBHT JB Hunt Trans 5/3 5/18 0.81% 0.15 3 4.55% 15.00%

KLAC KLA-Tencor 5/14 6/1 2.77% 0.75 4 7.62% 18.95%

KR Kroger 5/14 6/1 2.15% 0.24 3 8.89% 44.12%

MSFT Microsoft 5/16 6/14 1.93% 1.40 3 8.16% 38.26%

NSC Norfolk Southern 5/3 6/11 1.96% 0.15 2 3.39% 9.91%

TGT Target 5/15 6/10 3.65% 0.47 3 5.17% 28.42%

TSN Tyson Foods 5/31 6/15 1.68% 0.16 3 44.44% 200.00%

WFC Wells Fargo 5/3 6/1 2.98% 0.38 3 1.65% 14.07%

WMT Walmart 5/10 6/4 2.44% 0.64 3 2.00% 6.25%

WRK Westrock Company 5/3 5/14 2.83% 0.26 3 12.30%

XEC Cimarex Energy 5/14 6/1 0.69% 0.12 1 1

AAL American Airlines Group C 5/7 5/22 0.92% 0.1
ADS Alliance Data Systems 5/11 6/19 1.12% 0.16 1

AEP American Electric Power Company Inc. 5/9 6/8 3.52% 0.63 3 5.29% 17.73%

AJG Arthur J Gallagher 5/31 6/15 2.32% 0.63 3 2.63% 8.33%
AMP Ameriprise Financial Inc. 5/4 5/18 2.54% 0.38 4 10.96% 43.36%

APTV Aptiv PLC 5/8 5/23 1.02% 0.18 2 2 16.00%
AWK American Water Works Company Inc. 5/10 6/1 2.10% 0.75 4 10.58% 33.88%

BBT Bb&T 5/10 6/1 2.81% 0.54 5 9.57% 32.63%
BLL Ball 5/31 6/15 0.99% 0.37 1 1 78.85% 78.85%

BWA Borgwarner Inc. 5/31 6/15 1.37% 0.34 2 11.32% 15.69%

C Citigroup Inc. 5/4 5/25 1.86% -0.43 3 128.57% 2300.00%
CF CF Industries Holdings Inc. 5/14 5/31 3.04% 0.79 20.00%

CNP Centerpoint Energy (Holding Co) 5/16 6/14 4.36% 0.26 3 3.88% 12.63%
COL Rockwell Collins Inc. 5/14 6/4 0.99% 0.24 1 10.00%

COST Costco Wholesale 5/10 5/25 1.16% 0.34 4 11.43% 41.82%
CVX Chevron 5/17 6/11 3.54% 0.9 2 0.70% 2.61%
DAL Delta Air Lines Inc. 5/10 6/1 2.28% 0.24 3 50.37% 238.33%

DFS Discover Financial Services 5/23 6/7 1.97% 0.26 3 12.07% 41.30%
DHI DR Horton 5/10 5/25 1.11% 0.19 3 25.00% 112.50%

DRE Duke Realty 5/15 5/31 2.98% 0.17 3 5.48% 13.24%
DWDP Dowdupont Inc. 5/30 6/15 2.36% 1.64 1 1 15.03%

ED Consolidated Edison Inc. 5/15 6/15 3.56% 0.57 3 2.99% 9.52%

EQT Equity 5/10 6/1 0.24% 0.02
ETR Entergy 5/9 6/1 4.34% 1.54 3 2.34% 5.42%

FLIR Flir Systems Inc. 5/24 6/8 1.18% 0.8 3 25.00% 50.00%
FTI Technicfmc PLC 5/21 6/6 1.56% 2.18

FTV Fortive Common 5/24 6/29 0.39% 0.09
GLW Corning Incorporated 5/30 6/29 2.64% -1.08 3 14.82% 55.00%



10 

 

4.2 이 달의 배당주 분석 

본 섹션에서는 4.1 섹션에서의 배당주 투자 조건에 해당된 종목들의 기업 개요와 주요 

재무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4.2 섹션에서 나오는 표들의 주요 재무지표들의 범례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재무지표들의 범례: 

• Revenue(USD Mil): 매출(단위: 미국 달러, 백만) 

• Gross Margin(%): 매출 총 이익률(단위: %) 

• Net Income(USD Mil): 순 이익(단위: 미국 달러, 백만) 

• Earnings Per Share(USD): 주당 순 이익(단위: 미국 달러) 

• Dividends(USD): 배당금(단위: 미국 달러) 

• Book Value Per Share(USD): 주당 순자산(단위: 미국 달러) 

 

또한, TTM(Trailing Twelve Months)은 최근 12 개월의 구간을 의미한다. 이는 회계 연도 

기준이 아닌 최근 12 개월간 회사의 금융 상태를 대변하는 수치로서 최근 4 분기들의 값을 

더하여 만들어진다. 

주요 재무지표들의 최근 10 년간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미국 

배당주들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과 더불어서 

배당금의 재투자로 인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음은 이 달의 배당주들의 기업 개요와 

주요 재무지표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타겟(TARGET CORPORATION, TGT) 

기업 개요 

타겟(Target)은 1902 년 미네소타 주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고객들에게 일상 생활 필수품과 

세련되고 차별화 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및 제공한다. 2016 년 기준으로 341,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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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은 공급망 및 기술, 혁신에 대한 헌신, 비지니스 관리 및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 등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디지털 판매 채널을 통해 제품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일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 년 1 분기 전까지는 미국 신용 카드 사업 부문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용 

카드 사업 부문은 티디 뱅크 그룹(TD Bank Group)에게 판매하였고, 타겟은 현재 매장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계좌 개설 서비스 및 마켓팅 역할을 함으로써 타겟 신용카드(Target 

Credit Card, Target MasterCard)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티디 뱅크 그룹으로부터 

받고 있다. 

2015 년 12 월 16 일 전까지는 1,672 개의 매장에서 약국과 79 개의 매장에서 클리닉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해당 사업 부문은 씨브이에스 약국(CVS Pharmacy, Inc., CVS)에 

매각했다. 현재 타겟 매장 내에서 운영되는 약국과 클리닉 사업은 장기 운영 계약에 따라 

씨브이에스가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타겟 상점은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 유제품, 그리고 냉동식품을 포함한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매장 내의 식품 코너의 면적은 170,000 평방 피트가 

넘는다. 그리고 일반 상품들은 50,000 평방 피트보다 작은 면적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채널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을 비롯하여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추가 크기 및 색상과 같은 보완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다. 

2015 년 매출 기준으로 1/3 은 타겟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및 독점 브랜드로부터 

발생되었다. 타겟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Archer Farms®, 

Market Pantry®, Threshold™, Simply Balanced™, Merona®, up & up®, Boots & 

Barkley®, Room Essentials®, Wine Cube®, Circo®. 

또한,정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타겟 

카페(Target Café) 및 타겟 포토(Target Photo)와 같은 편의 시설 및 타겟 옵티컬 (Target 

Optical), 초상화 스튜디오(Portrait Studio), 스타벅스(Starbucks) 및 기타 식품 서비스와 

같은 임대 또는 라이센스 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타겟은 가격이 저렴한 일반 잡화점, 의류 소매점, 도매 클럽, 카테고리 별 소매 업체, 약국, 

슈퍼마켓 및 기타 소매 상거래를 포함한 전통 및 인터넷 소매 업체와 경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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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소매 업계에서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타겟은 브랜드 이미지를 비지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라 여기고 있다.  

최근 이슈 

• 타겟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은 규모 스토어(small-format store)들을 2019 년까지 

130 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작은 규모 스토어의 면적은 대개 40,000 평방 

피트 미만으로서 전형적인 타겟 스토어 면적인 100,000 평방 피트보다 작다. 

코넬(Cornell)에 따르면 작은 규모 스토어들이 큰 규모 스토어들보다 면적대비 수익률이 

좋다고 한다. 또 다른 리테일 업체들인 콜스(Kohl’s)와 메이시스(Macy’s)도 자신들의 

스토어들을 작은 규모로 쪼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타겟은 최근에 당일 배달 회사(same-day delivery company)인 쉽트(Shipt)를 약 $550 

밀리언 달러 금액의 현금으로 인수하였다. 그리고 2018 년 3 월부터 볼티모어와 워싱턴에서 

식료품 및 기타 상품들의 당일 배달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연간 멤버쉽 비용은 $99 이다. 

타겟의 자회사가 된 쉽트는 식료품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는 앱으로서 또 다른 리테일 업체인 

세이프웨이(Safeway)의 상품들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쉽트는 

2018 년 말까지 170 개의 시장에서 8 천만 가구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재무지표 

타겟의 최근 몇년간의 매출과 이익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추세다. 매출 총 이익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타겟은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최근 46 년간 

배당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불황에도 강한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아웃률은 0.47 정도로 적정 수준이며,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최근 런칭한 쉽트의 배달 

서비스로 매출이 증가하면 앞으로도 배당금의 증가 트렌드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가배당률: 3.65% 

• 페이아웃률: 0.47 

• 최근 3 년간 배당 성장: 28.42% 

• 배당 역사: 50 년 

• 배당락: 5/15 

 



13 

 

출처: 모닝스타, 알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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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ETP 투자가이드 

by 소수몽키 

미국 ETP 를 통해 전 세계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P(ETF+ETN)의 수는 2018년 4월26일 현재 총 2,139가지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이집트, 터키 등의 주식, 미국국공채 및 투기등급채권, 금, 은, 

원유, 콩, 리튬과 같은 원자재, 중국 위안화, 스웨덴 크로나화까지, 많은 개수만큼이나 투자 

가능한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다.  

본 섹션에서는 ETP 의 개념부터 미국 ETP 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총 8 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ETP 에 생소한 분들을 위해 4 월 투자레터에서는 ETP 개념잡기 

및 현황에 대해 다루며, 6 월 투자레터부터 본격적인 투자전략에 대해 다루게 된다. 

5.1 미국 ETP 개념잡기 

ETP(Exchange Traded Products)란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ETN(Exchange Traded Notes, 상장지수증권) 등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나 증권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쉽게 비유하면 밀가루, 소금, 설탕, 버터(각종 주식, 

채권)를 재료로 식빵(펀드)을 만들고, 이를 썰어서 사고 파는 것이 ETF, ETN 등이다. 

한국거래소의 사전적 정의로는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란 KOSPI200 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설명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위 요약과 크게 차이가 없다. ETF, ETN 외에 ETV, ETC 등도 있지만 

여기서는 ETF 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TF 는 1993 년 상장되었다. 초기 ETF 는 인덱스 펀드였지만, 2008 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TF 를 이용한 액티브 펀드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ETF 가 

거래되기 시작되었고, 현재 종류만 2,139 가지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ETF 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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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1. 운용보수가 저렴하다: 펀드 대비 절반 

수준 

2.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장중에 바로 

대응 가능 

3. 1 주만으로도 분산 효과가 가능하다. 

4. 매우 다양한 자산에 대해 거래가 가능해 

자산 배분에 유리 

5. LP(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하여 매수, 

매도하는데 지장이 없다. 

1. 펀드 대비 잦은 매매로 수수료가 과하게 

나올 수 있다. 

2. 거래량, 괴리율 등을 따져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이로 인해 적정 가격에 

사고 팔지 못할 수 있다. 

 

5.2 현황 

아래 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P 를 유형에 따라 정리한 표이다. 크게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통화를 비롯 9 가지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200 가지 이상의 분류가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어떤 ETP 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etfdb.com/screener/ 

대안형 Alternatives 
34       
       

채권형 Bond 

342      

종류별 342 듀레이션 342 

뱅크론 5 통합 176 

이머징 19 장기 33 

투자등급채 43 중기 79 

투기등급채 40 단기 28 

미국채 48 초단기 13 

등 총 30 개 카테고리 중립 2 

    0 듀레이션 11 

       

원자재 Commodity 

135      

종류별 135 기반 117 

농산물 17 선물 107 

다각화 30 현물 10 

에너지 39    

http://etfdb.com/scre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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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속 13    

축산물 2    

귀금속 28    

곡물 6    

       

통화 Currency 
36      

      

주식 Equity 

1427      

크기별   전략별  

대형주 714 혼합 1,181 

초대형주 19 성장 187 

초소형주 41 가치 51 

중형주 71    

전반 518    

소형주 57    

      

다자산 Multi-asset 
90      

      

우선주 Preferred stock 
11      

      

부동산 Real-Estate 
43      

      

변동성 Volatility 21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P 들을 살펴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P 만으로도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가령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는 총 7 종류(EWY, FLKR, KORU, KOR, DBKO, FKO, HEWY)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EWY(한국 1 배) 외에도 한국 지수의 3 배만큼 움직이는 KORU, 환헷지가 된 

DBKO, HEWY 등이 있다.  

또한 원자재는 총 135종류가 있으며 잘 알려진 금(GLD), 은(SLV), 원유(USL), 구리(CPER) 

외에도 옥수수(CORN), 콩(SOYB), 설탕(SGGB), 커피(BJO)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면 제대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재에는 투자 전략과 함께 어떤 ETP 들이 있는지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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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지수의 기술적 분석 

by 알디슨 

본 섹션에서는 미국의 주요 지수와 연동되는 ETF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와 

중기 관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매월 마지막 주의 차트와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QQQ 과 SPY 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 2 개 종목이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여서 이를 통해 개별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을 가늠하여 투자에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 주요 지수 관련 ETF (QQQ, SPY) 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 

‘QQQ’ 라는 ETF 는 나스닥 100 인덱스(Nasdaq 100 Index)를 추종하는 종목이다. 금융 

회사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QQQ’ 는 미국 기업들 중 시가총액이 높은 기술주들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SPY’ 라는 ETF 는 에스&피 500 인덱스(S&P 500 index)를 추종하는 종목이다. 에스&피 

500 에는 500 개가 조금 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SPY’ 는 미국의 전반적인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 용어 설명: 

• 단기: 며칠 ~ 2 주 

• 중기: 몇 주 ~ 3 달 

• 퍼센티지 프라이스 오실레이터(percentage price oscillator, PPO): 이격률(또는 이격도) 

• 긍정적인 다이버젼스(positive divergence): 가격은 내려가거나 횡보하고 있는데 

보조지표는 오르고 있는 상태. 즉, 긍정적인 신호. 

• 부정적인 다이버젼스(negative divergence): 가격은 올라가거나 횡보하고 있는데 

보조지표는 내려오고 있는 상태. 즉, 부정적인 신호. 

• SMA: 단순 이동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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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QQ 

QQQ 일봉: 아래는 QQQ 의 일봉 차트다. QQQ 는 2018 년 3 월말~최근까지 60 선과 200 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월 28 일에는 저항선인 60 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4 월 28 일 종가는 120 선 위에서 마감하면서 일단은 120 선 지지선을 지킨 모습이다. 

그러나 보조지표인 퍼센티지 프라이스 오실레이터(percentage price oscillator, 이하 

PPO)를 보면 부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어서 QQQ 의 단기적인 전망은 흐리다고 

할 수 있겠다. 일봉상에서 120 선 밑으로 내려오면 과매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120 선 

밑에서 단기 매매나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할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한 

위치라 할 수 있겠다. 

 

QQQ 일봉 

 

QQQ 주봉: 다음은 QQQ 의 주봉 차트다. 4 월 셋째 주 캔들이 저항선인 10 선을 뚫지 못하고 

넷째 주(마지막 주) 캔들이 20 선 저항 부근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다. 그리고 PPO 에서 

중기적으로 부정적인 다이버젼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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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가격 기준으로 $150 부근(60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위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5 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하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회가 온다면 주봉 60 선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QQQ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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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30 選 활용 전략 

by 소수몽키 

7.1 왜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30 選인가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에 생소한 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려 한다.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존스지수)는 나스닥, S&P500지수와 함께 뉴욕증시 

3 대 대표지수를 이룬다. 

 

• 다우존스지수는 100 년 이상 지속되어온 유일한 지수이며,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편입 

종목도 오랜 세월 큰 변화가 없을만큼 일관성 있는 지수이다. 

 

•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타 지수(나스닥, S&P500, 코스피, 코스닥 등)와 

달리 소수(30 개)의 우량기업을 '주가' 기준으로 평균하여 편입한다. 

 

• 다우지수 30 개 기업의 비중은 뉴욕증시에서 1/5 수준에 불과해 증시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일고 있다. 

 

필자는 미국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 다우존스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부터 

관심을 가지라고 강력히 권한다. 무엇보다 종목 수가 타 벤치마크에 비해 적다 

(S&P500 지수 500 개, 나스닥 100 지수는 100 개). 그래서 일단 커버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다.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매일매일 혹은 일정 기간마다 100 개 이상의 종목을 

상세히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업종별 대표기업을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하면 좋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엄선해 놓은 업종별 

대표 기업 30 선이 있고, 성과가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갈 필요가 

있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남들이 모를 만한, 숨어있는 기업 발굴을 해야만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18 년 4 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경과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이루는 대표 종목 30 선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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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tf.com, 인베스테인먼트 

 

‘18 년 4 월 말 기준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가장 잘 추종하는 ETF 인 ‘DIA’를 활용하여 

지수 내 비중과 구성종목을 정리해보았다. 가장 비중이 큰 보잉(BA, 9.53%)부터 가장 

비중이 작은 제너럴 일렉트릭(GE, 0.41%)까지 30 개의 종목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업종별 비중은 아래와 같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구성 30선] 18.4.29 기준

순서 기업명 티커 섹터 비중

1 Boeing Co BA 산업재 9.53%

2 Goldman Sachs Group Inc GS 금융 7.09%

3 UnitedHealth Group Inc UNH 헬스케어 6.61%

4 3M Co MMM 산업재 6.13%

5 Home Depot Inc HD 경기민감 4.98%

6 Apple Inc AAPL IT 4.66%

7 McDonald's Corp MCD 재량소비 4.47%

8 Caterpillar Inc CAT 경기민감 4.31%

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IBM IT 4.08%

10 Travelers Companies Inc TRV 금융 3.85%

11 Johnson & Johnson JNJ 헬스케어 3.56%

12 Visa Inc V 금융 3.49%

13 United Technologies Corp UTX 산업재 3.46%

14 Chevron Corp CVX 에너지 3.44%

15 JPMorgan Chase & Co JPM 금융 3.14%

16 American Express Co AXP 금융 2.84%

17 Walt Disney Co DIS 재량소비 2.82%

18 Microsoft Corp MSFT IT 2.67%

19 Walmart Inc WMT 재량소비 2.45%

20 Exxon Mobil Corp XOM 에너지 2.22%

21 Procter & Gamble Co PG 필수소비 2.08%

23 DowDuPont Inc DWDP 산업재 1.86%

22 Nike Inc NKE 재량소비 1.86%

24 Merck & Co Inc MRK 헬스케어 1.66%

25 Intel Corp INTC IT 1.45%

26 Verizon Communications Inc VZ 통신 1.35%

27 Cisco Systems Inc CSCO IT 1.24%

28 Coca-Cola Co KO 필수소비 1.23%

29 Pfizer Inc PFE 헬스케어 1.03%

30 General Electric Co GE 산업재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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