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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레터(PDF 파일)는 웹사이트에 있는 ‘정기 구독자 전용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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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www.ustooza.com/
https://www.ustooza.com/subscribers


5 

인베스테인먼트 이메일 & 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 ustooza.com 

• 공식 이메일: investainment2017@gmail.com 

• 페이스북: 

o 인베스테인먼트: facebook.com/investainment2017 

o 미국주식전도사: facebook.com/factsaboutstockmarket 

• 유튜브: 

o 베가스풍류객: 베가스풍류객의 미국주식 이야기 

o 알디슨: 알선생 TV 

• 블로그: 

o 베가스풍류객: blog.naver.com/wkwn70 

o 알디슨: rdison.com 

o 공작단장: www.investank.org 

o 미국주식전도사: blog.naver.com/cooldavidoff 

 

 

 

 

 

 

 

 

 

 

 

 

본 투자레터의 저작권은 인베스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저자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https://www.ustooza.com/
https://www.facebook.com/investainmen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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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st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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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 5 월 미국주식시장 전망 

by 베가스 풍류객 

1.1. 2019 년 4 월 미국주식시장 돌아보기 

2019 년 4 월 미국주식시장은 2018 년 12 월말 부터 시작된 증시의 급격한 상승으로 S&P500 과 

나스닥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이다. 2019 년 1 분기 실적발표에 따라 개별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4 월 26 일 기준) S&P500 의 경우 PER(주가수익비율)은 16.8 이고 

연간(YTD) +17.27%가 상승한 상태이다. 아래 그림(1.1)에서 10 년 평균(파란선) 14.7 과 5 년 

평균(녹색선) 16.4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5 년, 10 년 평균치 보다 PER 이 높아진 상태이며 

당분간 4 월에서 5 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2019 년 1 분기 미국기업들의 실적발표로 인해 

나타나는 개별종목 장세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 S&P500 12 개월 선행 주가 수익비율 (※출처: Factset.com 04/2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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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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4 월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표 1.1). 

표 1.1. 4 월달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지표 

날짜 경제지표 전월 예상 실제 차이 비고 

4/1 3 월 ISM 제조업지수 54.2 54.2 55.3 +0.9 예상치 상회 

4/1 2 월 건설지출 1.3% -0.2% 1.0% +0.8% 예상치 상회 

4/17 2 월 무역수지 $-51.1B -53.6 B $-49.4B +4.2B 예상치 하회 

4/5 3 월 민간고용 25K 168K 182K +14K 예상치 상회 

 3 월 비농업고용 20K 170K 196K +26K 예상치 상회 

 3 월 실업률 3.8% 3.8% 3.8% - 예상치 부합 

4/10 3 월 소비자물가지수 2.1% 2.1% 2.0% -0.1% 예상치 하회 

4/18 3 월 소매판매 -0.2% 0.8% 1.6% +0.8% 예상치 상회 

4/12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98.4 98.0 96.9 -1.1 예상치 하회 

4/22 3 월 기존주택 판매 5.510M 5.300M 5.210M -0.09M 예상치 하회 

4/23 3 월 신규주택 판매 667K 645K 692K +47K 예상치 상회 

4/25 3 월 내구재 주문 -1.6% 0.7% 2.7% +2.0% 예상치 상회 

4/26 1/4 분기 GDP 성장률 2.2% 2.3% 3.2% +0.9% 예상치 상회 

4/29 3 월 개인 소득 - - - - 발표예정 

 3 월 개인 소비 - - - - 발표예정 

(※출처: 나스닥(NASDAQ), 인베스팅(investing.com) 4/26 현재) 

미국 4 월 경제지표들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2 월 미국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3 월 고용지표는 2 월 민간고용과 비농업고용이 좋지 못했는데 3 월은 예상치를 

상회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도 3.8%로 안정적이었다.  

미국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택지표는 기존주택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모기지 금리 

하락인한 신규주택 판매는 시장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2019 년 1/4 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의 경우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며 올 초까지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과 혹한으로 인한 미국 경기둔화 우려를 일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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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년 5 월 관심 가져야 할 3 가지 이슈들 

by 베가스 풍류객 

2.1. 유럽산 자동차 관세부과에 따른 투자아이디어 

지난 2 월 17 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트럼프에게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를 보고한 상태이다. 트럼프의 검토기간은 90 일이고 오는 5 월 18 일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200 억 유로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유럽연합과 보잉 추락사고 이후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독일 브랜드인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봐야 한다. 현재 폭스바겐(OTCMKTS: VWAGY), 

BMW(OTCMKTS: BMWYY), 다임러 AG(OTCMKTS: DMLRY)는 미국 O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3 월 미국 현지에서 판매된 유럽산 자동차의 판매대수이다. 폭스바겐, BMW, 벤츠 

순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림 2.1. 2019 년 3 월 유럽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대수 (※출처: 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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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산(독일) 자동차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며 2018 년 기준 유럽산 자동차 수출액 중 

25%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현재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는 상태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로 유럽산 자동차 업체들의 주식들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보인다.  

2020 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완성차 및 

부품업체, 딜러 등은 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부과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2020 대선까지 지지층 결집과 인기몰이를 위해 지속적인 엄포용 카드로 활용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림 2.2. 유럽산 자동차 3 개 업체의 주가흐름 (※출처: Google.com) 

 

위의 그림을 보면 3 개 업체들의 주가는 거의 바닥 수준에서 헤매고 있다. 만약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한 악재로 유럽 자동차 3 개 업체들의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OOO(OTCMKTS: TTT), OOO(OTCMKTS: TTT), 다임러 OOO(OTCMKTS: TTT)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아보인다. 유럽산 자동차 관세부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흐름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2019 년 1 분기 미국 점유율 2 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F) 실적은 북미지역 픽업트럭과 

SUV 의 판매호조로 인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다른 지역(중국과 남미)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에 충분했다. 4 월 30 일 지엠(GM)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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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월 주요종목 실적, 증시 이슈 및 경제 지표 

발표일정 

by 베가스 풍류객 

3.1. 5 월 주요종목 실적 발표일정 

S&P 500 주요 기업 중 5 월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은 205 개로, 아래에 있는 ‘5 월 S&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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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5 월 S&P500 주요종목 실적 발표일정 

날짜 티커 기업명 가이드북 
예상 

실적 

작년 

동기 

실적 

예상 

상승률(%) 

5/1 AWK 아메리칸 워터 P.542 0.63  0.59  6.8  

 RCL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 P.161 1.11  1.09  1.8  

 APA 아파치 코퍼레이션 P.378 0.08  0.32  (75.0)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P.320 1.69  1.52  11.2  

 HLT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P.158 0.76  0.55  38.2  

 CLX 클로락스 컴퍼니 P.202 1.47  1.37  7.3  

 ETR 엔터지 코퍼레이션 P.520 0.95  1.16  (18.1) 

 IQV 퀸타일즈 아이엠에스 홀딩스 P.589 1.41  1.2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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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S 해리스 코퍼레이션 P.308 2.04  1.67  22.2  

 HCP 에이치씨피 P.474 0.43  0.48  (10.4) 

 HUM 휴매나 P.596 4.30  3.36  28.0  

 WLTW 윌리엄스 타워스 왓슨 P.433 2.99  2.71  10.3  

 LNC 링컨 내셔널 코퍼레이션 P.448 2.08  1.97  5.6  

 HST 호스트 호텔스 앤드 리조트 P.476 0.45  0.43  4.7  

 CVS 씨브이에스 헬스 코퍼레이션 P.195 1.51  1.48  2.0  

 NI 니소스 P.536 0.77  0.77  0.0  

 PNW 피나클 웨스트 캐피탈 코퍼레이션 P.538 0.18  0.03  500.0  

 AME 아메텍 P.263 0.97  0.78  24.4  

 SO 서던컴퍼니 P.525 0.70  0.88  (20.5) 

 PSA 퍼블릭 스토로지 P.503 2.52  2.48  1.6  

 JCI 존슨 컨트롤스 P.255 0.30  0.53  (43.4) 

 MRO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 P.387 0.06  0.18  (66.7) 

 WMB 윌리엄스 P.400 0.24  0.19  26.3  

 TAP 몰슨 쿨스 브류잉 컴퍼니 P.192 0.57  0.48  18.8  

 QCOM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P.354 0.54  0.67  (19.4) 

 IDXX 아이덱스 래버러토리스 P.568 1.04  1.01  3.0  

 NCLH 노르웨인 크루즈 라인 P.160 0.71  0.60  18.3  

 HOLX 홀로직 P.567 0.56  0.53  5.7  

 ALL 올스테이트 코퍼레이션 P.452 2.29  2.96  (22.6) 

 HIG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P.455 1.24  1.27  (2.4) 

 EL 에스티 로더 컴퍼니스 P.218 1.30  1.17  11.1  

 KHC 크래프트 하인즈 P.212 0.60  0.89  (32.6) 

 LLL 엘쓰리 테크놀러지스 홀딩스 P.234 2.52  2.34  7.7  

 YUM 염 브랜드 P.180 0.81  0.90  (10.0) 

 ANSS 앤시스 P.301 0.91  1.09  (16.5) 

 SEE 씰드 에어 P.625 0.57  0.51  11.8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P.425 1.59  1.86  (14.5) 

 MET 메트라이프 P.441 1.30  1.36  (4.4) 

 CF 씨에프 인더스트리 P.614 0.28  0.27  3.7  

 MAA 미드 아메리카 아파트먼트 커뮤니티스 P.488 1.50  1.44  4.2  

 O 리얼티 인컴 코퍼레이션 P.494 0.80  0.79  1.3  

 GRMN 가민 P.142 0.71  0.6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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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IX 에퀴니스 P.500 5.16  5.21  (1.0) 

5/2 CI 시그나 P.594 3.74  4.11  (9.0) 

 UAA 언더아머 P.123 0.00  0.00   

 MSCI MSCI - 1.41  1.31  7.6  

 BLL 볼 P.621 0.50  0.50  0.0  

 ED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P.518 1.38  1.37  0.7  

 LNT 알리안츠 에너지 코퍼레이션 P.522 0.53  0.52  1.9  

 REG 레전시 센터스 코퍼레이션 P.495 0.96  0.96  0.0  

 EOG EOG 리소스 P.385 1.03  1.19  (13.4) 

 HBI 헤인즈 브랜즈 P.117 0.25  0.26  (3.8) 

 K 켈로그 P.211 0.95  1.19  (20.2) 

 KIM 킴코 리얼티 코퍼레이션 P.492 0.36  0.37  (2.7) 

 SPGI 에스앤피 P.429 2.11  2.00  5.5  

 DWDP 다우듀폰 P.612 0.70  1.12  (37.5) 

 MSI 모토롤라 솔루션스 P.310 1.08  1.02  5.9  

 ES 에버소스 에너지 P.533 0.91  0.85  7.1  

 PH 파커 하니핀 코퍼레이션 P.283 3.01  2.80  7.5  

 PPL 피피엘 코퍼레이션 P.524 0.73  0.74  (1.4) 

 EXC 엑슬론 코퍼레이션 P.534 0.87  0.96  (9.4) 

 PEG 퍼브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P.523 0.99  0.97  2.1  

 ANET 아리스타 네트웍스 - 1.82  1.52  19.7  

 VMC 벌칸 머티리얼즈 컴퍼니 - 0.33  0.44  (25.0) 

 FLS 플로서브 코퍼레이션 P.278 0.34  0.27  25.9  

 GILD 길리어드 사이언스 P.549 1.54  1.37  12.4  

 CBS 씨비에스 코퍼레이션 P.130 1.40  1.34  4.5  

 AIV 
아파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앤드 

매니지먼트 
P.484 0.61  0.62  (1.6) 

 ABC 아메리소스버젠 코퍼레이션 P.553 1.96  1.94  1.0  

 SWKS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P.356 1.30  1.50  (13.3) 

 ATVI 액티비전 블리자드 P.318 0.19  0.34  (44.1) 

 HFC 홀리프론티어 - 0.36  0.77  (53.2) 

 PWR 퀀타 서비스 P.259 0.79  0.32  146.9  

 CTSH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 

코퍼레이션 
P.340 1.03  0.9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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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X 텔레플렉스 - 2.16  2.15  0.5  

 HII 헌팅턴 잉갈스 P.233 3.27  3.48  (6.0) 

 UA 언더아머 - 0.00  0.00   

 FLR 플루어 코퍼레이션 P.257 0.54  0.56  (3.6) 

 ICE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 P.426 0.89  0.90  (1.1) 

 NRG 엔알지 에너지 P.528 0.39  0.87  (55.2) 

 MNST 몬스터 베버리지 코퍼레이션 P.222 0.43  0.39  10.3  

 EXPE 익스피디아 P.168 (0.61) (0.69) 적지 

 DISCA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P.134 0.79  0.53  49.1  

 XYL 자일렘 P.285 0.58  0.51  13.7  

 RMD 레스메드 P.573 0.84  0.92  (8.7) 

 MTD 메틀러 토레도 인터내셔널 P.591 4.06  3.74  8.6  

 FTNT 포티넷 - 0.20  0.17  17.6  

 CHD 처치 앤 드와이트 P.200 0.66  0.63  4.8  

 FRT 페드럴 리얼티 인베스먼트 트러스트 P.490 1.55  1.52  2.0  

 ABMD ABIOMED - 1.07  0.80  33.8  

 MAC 메스리치 컴퍼니 P.493 0.81  0.82  (1.2) 

 DOW 다우듀폰 - - - - 

 GPN 글로벌 페이먼트 P.312 1.22  1.07  14.0  

 APTV 앱티브 P.125 0.99  1.29  (23.3) 

 ZTS 조에티스 P.605 0.79  0.75  5.3  

 DISCK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P.134 0.86  0.53  62.3  

5/3 NWL 뉴웰 브랜드 P.166 0.06  0.34  (82.4) 

 D 도미니언 에너지 P.516 1.12  1.14  (1.8)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 P.424 0.99  1.38  (28.3) 

 NBL 노블 에너지 P.388 (0.07) 0.35  적전 

 XRAY 덴츠플라이 P.587 0.38  0.45  (15.6) 

 AMT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 P.497 1.80  1.73  4.0  

 DISH 디쉬 네트워크 코퍼레이션 P.135 0.65  0.70  (7.1) 

5/4 BRK/B 버크셔 헤서웨이 - - - - 

5/6 AIG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P.451 1.07  1.04  2.9  

 FMC 에프엠씨 P.615 1.62  1.84  (12.0) 

 IFF 인터내셔널 플래이버스 앤 프라그란스 P.629 1.50  1.69  (11.2) 

 OXY 옥시덴탈 페트롤레움 코퍼레이션 P.390 0.72  0.92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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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Y 시스코 코퍼레이션 P.198 0.70  0.67  4.5  

 KLAC 케이엘에이 텐커 코퍼레이션 P.345 1.63  2.02  (19.3) 

 TSN 타이슨 푸드 P.216 1.12  1.27  (11.8) 

 PXD 파이오니어 내츄럴 리소스 컴퍼니 P.391 1.52  1.66  (8.4) 

 AIZ 어슈어런트 P.446 2.13  2.00  6.5  

 MOS 모자이크 P.617 0.22  0.22  0.0  

 RE 에베레스트 리 그룹 P.469 6.30  6.30  0.0  

5/7 FLT 플릿코어 테크놀로지스 - 2.46  2.38  3.4  

 QRVO 콜보 P.355 0.91  0.91  0.0  

 EMR 에머슨 일렉트릭 P.265 0.84  0.76  10.5  

 IT 가트너 P.343 0.53  0.72  (26.4) 

 ATO 아트모스 에너지 - 1.66  1.57  5.7  

 JEC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그룹 P.258 1.21  1.00  21.0  

 BR 브로드릿지 파이낸셜 솔루션 - 1.49  1.00  49.0  

 PRGO 페리고 컴퍼니 P.604 0.94  1.26  (25.4) 

 MYL 밀란 P.602 0.79  0.96  (17.7) 

 AES 에이이에스 코퍼레이션 P.527 0.30  0.28  7.1  

 MAR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P.159 1.34  1.34  0.0  

 EA 일렉트로닉스 아츠 P.319 0.78  1.13  (31.0) 

 EXPD 익스피다이터스 P.243 0.85  0.76  11.8  

 AGN 엘러간 P.599 3.55  3.74  (5.1) 

 DVA 다비타 P.578 0.95  1.05  (9.5) 

 REGN 리제네론 P.551 5.24  3.98  31.7  

 WU 더 웨스턴 유니온 컴퍼니 P.337 0.42  0.45  (6.7) 

 TDG 트랜스딤 그룹 인코퍼레이티드 P.238 3.73  3.63  2.8  

 HSIC 헨리 세인 P.557 0.76  0.95  (20.0) 

 SRE 셈프라 에너지 P.540 1.69  1.69  0.0  

 TRIP 트립 어드바이저 P.170 0.16  0.16  0.0  

 FANG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 1.36  1.64  (17.1) 

5/8 DIS 월트 디즈니 컴퍼니 P.133 1.58  1.84  (14.1) 

 CTL 센츄리링크 P.509 0.28  0.25  12.0  

 FOXA 트웬티-퍼스트 센츄리 폭스 P.174 0.61  n/a - 

 MCHP 
마이크로 칩 테크놀로지 

인코퍼레이티드 
P.351 1.29  1.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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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K 매케슨 P.558 3.66  3.49  4.9  

 BKNG 프라이스 라인 그룹 P.169 11.26  12.00  (6.2) 

 CBRE 씨비알이 그룹 P.483 0.60  0.54  11.1  

 EVRG 에버지 - 0.42  0.42  0.0  

 MPC 마라톤 페트롤레움 P.395 0.02  0.08  (75.0) 

 ALB 알버말 코퍼레이션 P.627 1.21  1.30  (6.9) 

 COTY 코티 P.217 0.12  0.13  (7.7) 

 XEC 시마렉스 에너지 P.393 1.33  1.82  (26.9) 

5/9 BDX 벡톤 디킨슨 P.563 2.59  2.65  (2.3) 

 DUK 듀크 에너지 코퍼레이션 P.517 1.26  1.28  (1.6) 

 EFX 에퀴팍스 P.290 1.19  1.43  (16.8) 

 CNP 센터 포인트 에너지 P.531 0.50  0.55  (9.1) 

 CAH 카디날 헬스 P.555 1.43  1.39  2.9  

 SYMC 시만텍 P.305 0.28  0.26  7.7  

 AEE 에머런 코퍼레이션 P.529 0.70  0.62  12.9  

 TPR 테피스트리 P.116 0.42  0.54  (22.2) 

 NKTR 넥타 테라퓨틱스 - (0.71) (0.60) 적지 

 NWSA 뉴스 코퍼레이션 P.175 0.04  0.06  (33.3) 

5/10 LIN 린데 - 1.54  1.65  (6.7) 

 VIAB 비아컴 P.138 0.82  0.92  (10.9) 

5/13 TTWO 테이크-투 인터액티브 소프트웨어 - 0.44  0.52  (15.4) 

5/14 RL 랄프 로렌 P.121 0.93  0.90  3.3  

 A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P.560 0.72  0.65  10.8  

5/15 CSCO 시스코 시스템즈 P.306 0.69  0.60  15.0  

 M 메이시스 P.144 0.36  0.48  (25.0) 

 VFC 브이 에프 코퍼레이션 P.124 0.57  0.67  (14.9) 

5/16 WMT 월마트 스토어 P.205 1.02  1.14  (10.5)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P.344 0.66  1.22  (45.9) 

 NVDA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P.353 0.60  1.88  (68.1) 

5/17 CPB 캠벨 수프 컴퍼니 P.207 0.46  0.70  (34.3) 

 DE 디어 앤 컴퍼니 P.241 3.57  3.14  13.7  

5/21 HD 홈 디포 P.152 2.19  2.08  5.3  

 KSS 콜스 코퍼레이션 P.148 0.68  0.64  6.3  

 TJX 티제이엑스 컴퍼니 P.115 0.55  0.5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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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S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 0.91  0.91  0.0  

 JWN 노드스트롬 P.143 0.46  0.51  (9.8) 

5/22 ADI 아날로그 디바이스 P.347 1.30  1.45  (10.3) 

 TGT 타겟 코퍼레이션 P.149 1.43  1.32  8.3  

 LB 엘브랜드 P.113 0.00  0.17   

 LOW 로위스 컴퍼니 P.153 1.36  1.19  14.3  

 NTAP 넷앱 P.332 1.13  0.94  20.2  

 SNPS 시놉시스 P.304 0.73  0.67  9.0  

5/23 HPQ 에이치피 P.363 0.51  0.48  6.3  

 BBY 베스트 바이 P.141 0.88  0.82  7.3  

 GPS 갭 P.112 0.32  0.42  (23.8) 

 HRL 호멜 푸드 코퍼레이션 P.209 0.45  0.44  2.3  

 MDT 메드트로닉 P.571 1.47  1.42  3.5  

 ADSK 오토데스크 P.300 0.21  (0.19) 흑전 

 ROST 로스 스토어 P.114 1.12  1.11  0.9  

 INTU 인튜이트 P.329 5.14  4.56  12.7  

 DXC 디엑스씨 테크놀러지 컴퍼니 P.341 2.07  2.28  (9.2) 

 AAP 어드밴스 오토 파트 P.129 2.36  2.10  12.4  

5/24 FL 풋 라커 P.111 1.62  1.45  11.7  

5/28 HPE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P.362 0.36  0.36  0.0  

 AZO 오토존 P.181 15.20  13.42  13.3  

 CRM 세일즈포스닷컴 P.322 0.28  0.28  0.0  

 CPRT 코파트 - 0.61  0.52  17.3  

5/29 PVH 피브이에이치 P.120 2.44  2.36  3.4  

 CPRI 캐프리 홀딩스 - 0.63  0.63  0.0  

5/30 DG 달러 제네럴 코퍼레이션 P.146 1.39  1.36  2.2  

 ULTA 울타 뷰티 P.187 3.06  2.63  16.3  

 COST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 P.204 1.81  1.70  6.5  

 DLTR 달러 트리 P.147 1.12  1.19  (5.9) 

 COO 쿠퍼 P.585 2.76  2.86  (3.5) 

(※출처: 인베스테인먼트, 나스닥(NASDAQ)) 

※각 회사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실적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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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 월 미국 증시 이슈 및 경제 지표 발표일정 

 

-2 -1 0 1 FOMC(4/30~5/1) 2 BOE 통화정책회의 3 4

미 ADP취업자 변동 4월 미 소매판매 3월 미 실업률 4월

미 Markit 제조업 PMI 4월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미 Markit 종합 PMI 4월

미 ISM 제조업지수 4월 미 내구재 주문 3월 미 고용보고서 4월

독일 Markit 제조업 PMI 4월

유로존 제조업 PMI 4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4월

실적

실적 듀폰, EOG리소스, 블리자드, 켈로그 실적 도미니언 에너지, 노블 에너지

발언 파월 의장 로얄더치쉘 아메리칸 타워

5 6 7 구글 개발자회의(~9) 8 9 한국)선옵 만기일 10 11

독일 Markit 서비스 PMI 4월 미 소비자신용지수 3월 미 MBA 주택융자 신청 3월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미 CPI 4월

유로존 소매판매 3월 독일 공장수주 3월 독일 산업생산 3월 미 PPI 4월 독일 수출입 3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4월 중국 외환보유고 4월 중국 수출입 동향 4월 미 무역수지 3월 중국 경상수지 1Q

미 도매재고 3월

중국 소비자/생산자 물가

실적 실적

실적 페라리, 리프트, AB인베브, 앨러간

실적 옥시덴탈, 타이슨푸드, AIG, 시스코 원자재 EIA 단기에너지전망 매케슨, 프라이스 라인, 알버말 카디날 헬스, 시만텍 실적 린데, 비아컴

12 13 14 OPEC 원유시장보고서 15 미/중 실물지표 16 17 APEC 통상장관회의(~18) 18

독일 도매물가 4월 미 수출입물가 4월 미 소매판매 4월 미 주택착공 4월 미 소비심리 4월 * 미 행정부 자동차 관세 부과 기한

유로존 ZEW 경제전망 5월 미 산업생산 4월 미 건축허가 4월 미 선행지수 4월

독일 소비자물가 4월 미 뉴욕 제조업 5월 미 필라델피아 경기 전망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4월

MSCI 반기 리뷰 독일 GDP 1Q 중국 신규주택가격 4월

중국 고정자산투자 4월

실적 월마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테이크-투 인터액티브 소프트웨어 실적 랄프 로렌,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실적 시스코, 메이시스 알리바바 실적 캠벨 수프, 디어 앤 컴퍼니

OECD 경제전망 미 FOMC 의사록 EU 의회 선거(~26)
미 시카고연방 국가활동지수 4월 미 기존주택매매 5월 미 신규주택 매매 4월 미 내구재 4월

유로존 경상수지 3월 유로존 소비자심리 5월 미 켄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5월

독일 생산자물가 4월 독일 IFO 기업환경 5월

독일 제조업/서비스업 PMI 5월

실적

실적 실적 아날로그 디바이스, 타겟, 엘브랜드,

넷앱, 시놉시스 메드트로닉, 오토데스크, 인튜이드 실적 풋 라커

미국 휴장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미 FHFA 주택가격 3월 미 리치몬드 제조업 5월 미 개인소비 1Q 미 PCE 디플레이터 4월

미 S&P CS 주택가격 3월 미 미결주택매매 미 소비자심리 5월

미 댈러스 제조업 활동 5월 미 시카고 PMI

미 소비자 신뢰 5월 중국 제조업/서비스업 PMI 5월

유로존 소비자심리 5월

유로존 기업환경 5월

실적

실적 달러 제네럴, 울타 뷰티, 코스트코,

(5/28) 코파트 실적 피브이에이치, 캐프리 홀딩스 달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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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피, 베스트 바이, 갭, 호멜 

푸드,홈 디포, 콜스, 티제이엑스, 

노드스트롬

퓨렛 팩커드, 오토존, 세일즈포스 

닷컴,

디즈니, 센츄리링크, 21세기 폭스, 

에버지

벡톤 디킨슨, 듀크 에너지, 

에퀴팍스,

퀄컴, ADP, CREE, YUM!브랜드, 

휴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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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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슬립 투자레터의 ‘미국 배당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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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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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버슬립 투자레터에서 제안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 조건: 

• 시가배당률(dividend yield)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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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페이아웃률에 관한 설명: http://rdison.com/221306024962 

• 최근 3 년간 배당 증가 2 회 이상 

o 배당 성장의 의미: http://rdison.com/221344144885 

• 최근 3 년간 배당 감소 0 회 

• 최근 3 년간 배당 성장 10% 이상 

4.1. S&P500 배당주 5 월 배당 캘린더 

미국 S&P500 종목들 중, 2019 년 5 월에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 있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총 185 개이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 중, 본 투자레터에서 분석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은 총 53 개(옅은 붉은색 표시)이다. 이번 투자레터에서는 다음 3 개의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카니발 코퍼레이션(CARNIVAL CORPORATION & PLC, CCL), 

OOO(OOO, TTT), OOO (OOO, TTT) 

※ 배당 캘린더를 보면, 몇몇 기업들의 배당락이 1~3 일인 경우도 있어서 ‘월초 배당 캘린더’를 

부분적으로 알디슨(Rdison) 블로그의 ‘배당 캘린더’ 게시판에 매월 중순쯤 올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알디슨 블로그 → rdison.com

http://rdison.com/221306024962
http://rdison.com/221344144885
http://rdi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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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5 월 S&P500 배당 캘린더(1/4) 

티커 기업명(영문) 배당락
배당 

지급일

시가배

당률

페이아웃 

비율

배당 

증가 

(3년)

배당 

감소 

(3년)

배당 

성장 

(1년)

배당 성장 

(3년)

DAL Delta Air Lines Inc. 5-1 5-23 2.33% 0.23 4 0 33.70% 200.00%

CMS CMS Energy 5-2 5-31 2.63% 0.62 3 0 7.50% 23.30%

JBHT J. B. Hunt Transport Services 5-2 5-17 0.97% 0.22 3 0 4.30% 14.30%

LW Lamb Weston Holdings Inc 5-2 5-31 1.11% 0.25 2 0 102.60% 0.00%

ARNC Arconic Inc. 5-2 5-25 1.14% 0.19 1 0 0.00% 0.00%

C Citigroup Inc. 5-3 5-24 2.24% 0.24 3 0 60.40% 862.50%

NBL Noble Energy Inc 5-3 5-20 1.56% 0.16 1 1 7.50% -40.30%

INTC Intel Corp. 5-6 6-1 2.04% 0.27 3 0 11.10% 25.00%

FE FirstEnergy Corp 5-6 6-1 3.52% 1.08 0 0 0.00% 0.00%

ETR Entergy Corp. 5-8 6-3 3.78% 0.77 3 0 2.30% 7.20%

WMT Walmart 5-9 6-3 2.01% 0.92 3 0 2.00% 6.10%

STZ Constellation Brands 5-9 5-24 1.30% 0.17 3 0 71.30% 0.00%

PPG PPG Industries 5-9 6-12 1.62% 0.35 4 0 11.20% 33.10%

WAB Wabtec Corporation 5-9 5-24 0.63% 0.16 3 0 9.10% 71.40%

ROK Rockwell Automation Inc. 5-10 6-10 1.93% 0.54 4 0 20.10% 40.40%

AWK American Water Works Company Inc5-10 6-4 1.68% 0.57 3 0 9.90% 33.80%

HP Helmerich & Payne 5-10 6-3 4.63% 0.66 4 0 0.70% 2.50%

WEC Wec Energy Group Inc 5-13 6-1 2.87% 0.66 3 0 6.20% 43.50%

TGT Target Corp. 5-14 6-10 3.04% 0.46 3 0 3.30% 16.70%

ED Consolidated Edison 5-14 6-17 3.39% 0.65 3 0 3.60% 10.00%

KR Kroger Co. 5-14 6-1 2.07% 0.14 3 0 8.20% 32.50%

XEC Cimarex Energy 5-14 5-31 0.82% 0.07 1 2 81.20% -9.40%

MSFT Microsoft Corp. 5-15 6-13 1.38% 0.40 4 0 12.40% 42.10%

TJX TJX Companies Inc. 5-15 6-6 1.34% 0.31 2 1 57.40% 85.00%

AMGN Amgen Inc. 5-16 6-7 2.96% 0.42 3 0 14.80% 67.10%

SHW Sherwin-Williams 5-16 5-31 0.75% 0.30 3 0 1.20% 28.40%

SJM JM Smucker 5-16 6-3 2.66% 0.59 4 0 11.60% 30.40%

WHR Whirlpool Corp. 5-16 6-15 3.27% 0.00 3 0 5.80% 31.90%

SO Southern Co. 5-17 6-6 4.56% 1.10 3 0 3.50% 10.70%

WBA Walgreens Boots Alliance 5-17 6-12 3.22% 0.32 4 0 13.20% 25.50%

MCO Moody's Corp 5-17 6-10 0.91% 0.26 3 0 15.80% 29.40%

JEF Jefferies Financial Group 5-17 5-31 2.07% 1.07 2 0 68.00% 68.00%

AMAT Applied Materials Inc. 5-22 6-13 1.57% 0.18 2 0 75.00% 75.00%

CCL Carnival Corp. 5-23 6-14 3.72% 0.46 4 0 25.00% 81.80%

DFS Discover Financial Services 5-23 6-6 1.95% 0.19 3 0 15.40% 38.90%

FTV Fortive Corp 5-30 6-28 0.31% 0.11 1 0 0.00% 0.00%

TSN Tyson Foods 5-30 6-14 1.72% 0.24 4 0 41.10% 234.20%

DOW Dow Inc. 5-30 6-14 1.72% 0.00 0 0 0.00% 0.00%

AAL American Airlines Group 미정 1.18% 0.13 0 0 0.00% 0.00%

AAPL Apple Inc. 미정 1.36% 0.23 4 0 17.50% 42.40%

ABC AmerisourceBergen Corp 미정 2.08% 0.28 4 0 5.50% 32.80%

ADM Archer-Daniels-Midland Co 미정 3.13% 0.42 3 0 4.70% 19.60%

ADS Alliance Data Systems 미정 1.38% 0.13 2 0 9.60% 0.00%

AEP American Electric Power 미정 3.01% 0.65 3 0 5.90% 17.70%

AFL AFLAC Inc 미정 2.13% 0.28 3 0 19.50% 31.60%

AGN Allergan, Plc 미정 2.06% 0.37 1 0 2.90% 0.00%

AIZ Assurant 미정 2.46% 0.57 3 0 6.00% 66.40%

ALK Alaska Air Group Inc 미정 2.11% 0.36 3 0 6.70% 60.00%

ALL Allstate Corp 미정 1.91% 0.31 3 0 24.30% 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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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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 Cash Flow: 잉여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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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캘린더를 보면, 최근 3 년간 배당 증가 횟수가 4 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2014 년부터 TTM (2014, 2015, 2016, 2017, TTM) 기간의 배당 증가 횟수를 세기 때문이다.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의 배당 증가 횟수를 셀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올해 2018 년의 

배당 증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4 년부터 TTM 까지의 구간을 기준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주요 재무지표들의 최근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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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해서 분석한 내용이다. 

※ 네버슬립 배당주 포트폴리오 엑셀 파일 템플릿 다운로드: http://rdison.com/221348282173

http://rdison.com/2213482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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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코퍼레이션(CARNIVAL CORPORATION & PLC, CCL) 

기업 개요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레저 여행 회사로서 뉴욕 증권거래소와(NYSE)와 런던 

증권거래소(LSE)에 복수상장되어 있는 영국계 미국 기업이다. 회사는 전세계 크루즈 시장 

점유율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루즈 및 휴가 산업에서 수익성이 높으면서 

재정적으로도 강한 회사이다. 회사는 세계 유수의 크루즈 라인 9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 위치해 있다. 12 만명의 직원들로 2018 년 연간 매출은 약 189 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372 억 달러 규모다. 

회사는 북미, 호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적지로 가는 104 대의 유람선에서 맞춤형 크루즈 상품, 서비스, 그리고 휴가 경험을 판매하는 

지역별 및 국가별 크루즈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에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Carnival Cruise Line), 프린세스 크루즈(Princess Cruises),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Holland America Line), 시번(Seabourn), 피앤오 크루즈 호주(P&O Cruises (Australia)),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s), 아이다 크루즈(AIDA Cruises), 피앤오 크루즈 영국(P&O Cruises 

(UK)), 그리고 큐나드(Cunard) 등의 크루즈 라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 구성은 크루즈(Cruise)와 관광 및 기타(Tour and other)로 나뉘는데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98.6% 이다. 크루즈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승객 티켓 값(75%)’과 

‘탑승동안(onboard) & 기타(25%)’로 구성된다. 

최근 이슈 

•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700 개의 항구를 방문하는데 2025 년까지 21 대의 새로운 선박이 배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에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104 대가 있으며 

이는 237,0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2018 년에는 1,240 만명의 승객들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는 2017 년 대비 약 2.5% 증가한 수준이다. 카니발의 크루즈를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5 년간(2014~2018) 매년 연속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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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무지표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연간 배당금은 2014 년 $1 에서 현재(TTM) $2 로서 최근 4~5 년간 100% 

성장하였다. 향후 몇년간 선박수와 승객수 증가로 인해 매출, 이익, 그리고 배당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매출총이익률도 꽤나 높은 수준인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사주매입으로 인해 주식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도 매력적이다. 

• CCL 배당락: 5/23 

• 시가배당률: 3.72% (5 월 배당금 기준 시가배당률: 3.94%) 

• 매입단가 기준 15 년 뒤 시가배당률(예상치): 7.84~10.25% 

• 페이아웃률: 0.46 (46%) 

• 최근 3 년간 배당 성장: 81.80% 

• 배당 역사: 최근 5 년간 연속 배당 증가 (2009 년을 제외하고 1993 년부터 배당) 

 
그림 4.2. 주요 재무지표 (※출처: 모닝스타, 알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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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 달의 배당주 - 주요 재무지표들의 성장률 

레이더 차트(radar chart)에 관한 설명: http://rdison.com/221404534301 

 

http://rdison.com/2214045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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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 달의 배당주 - 배당성장 추이 및 전망 예상치 

배당성장률 회귀선 차트에 관한 설명: http://rdison.com/221428177118 

 

http://rdison.com/2214281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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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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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미국채 ETF 

많은 언론들과 분석가들이 4 월 미중무역협상을 빌미로, 미증시의 하락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들을 했었다. 그 하락은 발생하지 않았고 (4 월 21 일 기준),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계속 협상을 진행중이다. 물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국대선 타임라인에 

맞춰서 본다면, 아직은 미중무역협상 타결을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주식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미증시가 전고점에 다다른 점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전고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미증시 조정 혹은 하락을 논하기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그 논리가 

조금 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 4 월 셋째주에 발표된 경제지표. 

• 실업보험신청건수 (Jobless claims)는 1969 년 이후 최저치인 192,000. 

• 소비자신뢰지수 (Consumer Comfort Index, CCI)는 0.5pts 상승한 60.3pts. 

• 소매판매 (Retail sales)는 2017 년 9 월 이후 최고상승폭인 1.6%.  

• 자동차판매 또한 2017 년 9 월 이후 최고 상승폭인 3.1% 

•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전반적 소매판매는 0.9%상승 (가솔린 3.5%상승). 

• 필수소비인 식품과 가솔린을 제외한 자유소비재는 1.6%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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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행중인 미중무역분쟁, EU 경기둔화, US-EU 무역분쟁조짐, 리비아 내전, 파키스칸 IMF 

구제금융 합의 등의 글로벌 이슈들이 전고점에 다다른 미증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IMF 는 글로벌 경제 성장율을 3.5%에서 3.3%로, 미국 성장율을 

2.5%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투자들 중 하나가 바로 미국채이다. 

그런데, 미국채는 7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국채가 이 시점에 좋은 선택이 될까를 

고려해봐야한다. 

※ 미국채는 보통 빌(Bills), 노트(Notes), 본드(Bonds), 변동금리채 (Floating Rate Notes, FRN), 

물가연동국채(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TIPS), 저축용 국채들 (I-Bond, EE-

Bond)로 구분된다.  

• Bills: 단기미국채. 몇일~1 년 만기. 이자대신 액면가의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 액면가로 매도 혹은 

재투자. 머니마켓 펀드(Money Market Fund, MMF)나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저축계좌(Savings 

account)의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 Notes: 중기미국채. 보통 2, 3, 5, 7, 10 년 만기. 반기 이자지급 

• Bonds: 장기미국채. 30 년 만기. 반기 이자지급. 

• FRN: 2 년 만기. 13 주 만기 Bills 의 할인율에 따라 분기 이자지급 

• TIPS: 5, 10, 30 년 만기. 원금이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의해 변동. 

6 개월마다 이자지급. 

※ 요즘과 같은 정보의 홍수시대에서는 올바른 출처의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국채의 경우에는 다른 출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채를 판매하는 재무부의 

홈페이지(https://www.treasurydirect.gov/tdhome.htm), 이 홈페이지를 토대도 작성된 자료, 

혹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행된 자료 등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 년부터 미연준에서 기준금리인상에 대한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들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에 도달하진 

못했으나,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 높긴하나, 미연준의 컨센서스인 2020 년 하반기와 

2021 년 각각 1 차례씩의 기준금리인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기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주식은 

기준금리인상을 해도 상승 혹은 하락할 수 도 있지만, 미국채는 반드시 하락을 하는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이다.  

https://www.treasurydirect.gov/td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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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지수의 기술적 분석 

by 알디슨 

본 장에서는 미국의 주요 지수와 연동되는 ETF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와 중기 

관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매월 마지막 주의 차트와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QQQ 과 SPY 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 2 개 종목이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별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을 가늠하여 투자에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5 월호 

기술적 분석 작성일: 2019 년 4 월 27 일 21:00, 미국 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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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다. S&P 500 지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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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격률: 이동평균선과 주가와의 벌어진 정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지표로서 과매수와 과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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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격도(PPO)의 개념과 활용 방법: http://rdison.com/221044257371 

※ 알디슨의 ETF 기술적 분석 유튜브 채널: ‘알선생 TV’ 

http://rdison.com/221044257371
https://www.youtube.com/channel/UCeC_cTn2yURoBNIr_Vy5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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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QQ 

4 월호 투자레터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주식 시장은 4 월 들어서 ‘더 과매수’ 상태가 되었다. 

QQQ 의 일봉과 주봉의 이격률을 고려했을 때, 5 월에는 조정을 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림이다. 그러나 현재 QQQ 에서는 고점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과매수 상태인 것과 

전고점 부근의 저항권에 와 있다는 사항만 참고할 수 있다. 

 

그림 6.1. QQQ 일봉(좌) & 주봉(우) 

미국 주식 시장이 현재 상당한 과매수 상태이므로 무리하게 롱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평소에 

늘 해왔듯이 개별 배당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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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SPY 

4 월에도 SPY 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SPY 일봉을 보면 단기적으로 앞으로 1~2 주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SPY 의 주봉이 전고점 저항권에 와 있다는 것과 

이격률상 상당한 과매수 상태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 무리하게 롱 포지션을 담기에 부담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2. SPY 일봉(좌) & 주봉(우) 

미국 주식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필자가 보기에 5 월의 미국 주식 시장은 다소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바이오 섹터 ETF 인 XBI 와 인버스 종목인 LABD 종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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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 인버스 종목인 LABD 를 보면, LABD 는 1~2 주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취하고 있다. 즉, 5 월의 첫째주는 상승장, 둘째주는 횡보장, 그리고 셋째주와 넷째주는 

하락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 유튜브 채널 ‘알선생 TV’에서는 주말마다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ETF 들인 QQQ 와 SPY, 

바이오 섹터 ETF 인 XBI 및 LABD, 반도체 섹터 ETF 인 SMH 및 SOXS 등의 리뷰를 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원유 종목인 USO 및 DWT 와 금 ETF 종목인 GLD, 달러 USDU 와 

국채와 관련된 ETF 인 TLT 및 TTT 등을 더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하는 기술적 분석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면 되겠다. 

 

그림 6.3. 알선생 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eC_cTn2yURoBNIr_Vy5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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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예탁증권(American Depositary Receipts, ADR) 

by 주식공작단장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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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장에서는 매월 2~3 개의 ADR 종목에 대한 기업 소개 및 분석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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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 달의 ADR 분석 

에어버스(Airbus SE, OTCMKTS: EADSY) 

기업 소개 및 최근 동향 

2000 년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설립된 에어버스 그룹은 2017 년 4 월 회사명을 에어버스 

SE(Airbus SE)로 바꾸고 항공 관련 전반적인 글로벌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에어버스, 에어버스 헬리콥터, 에어버스 방위/우주사업 세 가지 사업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에어버스 부문은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와 관련 항공부품의 제작과 판매, 

100 여 좌석을 가진 상업용 항공기의 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 부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용과 군용 헬리콥터의 개발, 생산 판매에 특화되어 

있으며, 에어버스 방위/우주사업 부문은 전투기, 수송기, 급유기 등의 군용 항공기, 무인 항공 

시스템과 관련 서비스, 우주항공 통신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우주발사 시스템 등의 설계, 개발, 

유지/보수를 관장하고 있다.  

최근 연달아 최악의 사상자 피해를 낸 보잉 737MAX 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350 여 대의 

737 맥스 기종이 운항정지를 당한 상태이다. 때문에 보잉의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 국방산업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잉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로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 예상되나 상당기간 출혈은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의 반사이익과 시장 점유율 잠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미 유수의 글로벌 항공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에어버스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뱀부항공(Bamboo Airways)은 글로벌 영업 확장을 목표로 50 대의 에어버스 

A321 네오(Neo)를 신규 주문했고 2022 년 초기물량 인도가 계획되어 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는 350 억 달러에 달하는 290 대의 A320 항공기와 10 대의 A350 항공기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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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3 월 26 일 기준으로 에어버스는 전세계 103 여 고객으로부터 6,501 대의 A320 네오의 

주문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A320 네오의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019 년 4 월 23 일, 에어버스의 주가는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림 7.2.1. 에버버스 항공기 주문/생산/인도량 (※출처: 에어버스) 

 

한 가지 눈에 띄는 뉴스로, 로이터에 따르면 루프트한자(Lufthansa AG) 항공이 자사가 보유 

중인 에어버스 A319 와 봄바디어(Bombardier) CRJ 기종 교체를 위해 세 자리수에 달하는 

항공기를 주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보잉 737 맥스(Max) 혹은 에어버스 A320 네오(Neo)이 

후보 항공기라고 보도했다. 아마도 내년 중에 어느 기업, 어느 기종이 될 지 결정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루프트한자 항공이 보잉 737MAX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근의 보잉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이슈가 근시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에어버스가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기본 정보 

• 섹터(Sector): 산업재(Industrials) 

• 산업군(Industry): 항공 방위(Aerospace & Defense) 

• 상장시장: OTC 

• 스폰서십(sponsorship): Unsponsored ADR  

• ADR 비율(ratio):  1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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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2019 년  4 월 24 일 기준) 

• 주가: $34.11 

• 52 주 가격대: $20.84 - $34.43 

• 시가 총액: $106.68 B 

• 시가배당률(Dividend Yield): 1.40% 

• 연간 배당금(Annual Dividend): $0.38 

• 배당월: 매해 5 월 

• 주당 순자산가치(Book Value per share): $3.53 

 



35 

 

그림 7.2.2. 에버버스의 주요 재무제표 (※출처: Morningstar.com, yahoo.com, otcmarkets.com, invest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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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을 이기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FAMANG)   

by 인베스테인먼트 

4 월 말(4 월 27 일 장 종료 후) 기준,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말은 시장에 투자했을 때 적어도 손해본 사람이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투자자에게 우호적이며, 올해는 누가 더 많이 벌었는가에 대한 

수익률 자랑으로까지 분위기가 번지는 중이다.  본 투자레터 ‘18 년 6 월호부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차례 관련 기업들을 리뷰해오고 있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일컬어 FAMANG 이라고 칭하며, 

중국의 플랫폼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일컬어 BAT 라 칭한다. 제목에서도 언급했듯,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시장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 

주요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1.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매출처 (출처: Redm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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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연초대비 시장과 플랫폼 기업들의 퍼포먼스 현황 

4 월 말 기준 나스닥은 연초대비 약 22.8%, S&P500 은 약 17.3%, 다우존스지수는 약 13.8% 

상승했다. 단순히 연초기준으로만 봤을 때 불과 2 개 분기도 다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10~20%에 달하는 시장지수 상승은 놀라워보이지만, 시계열을 조금 더 늘려보자면 18년 4분기 

하락분을 이제 다시 만회한 수준에 가깝다. FANG 을 포함한 6 개 IT 기업의 18 년 4 분기 

시가총액 감소분이 약 9 천 450 억 달러(약 1 천조원)였으며, 올해 회복한 시가총액 증가분이 

약 9 천억 달러(약 995 조원)이므로 단순 주가뿐 아니라 주요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아도 최고수준을 회복하거나 살짝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점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이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셈이다. 

 

그림 8.2.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연초대비 수익률 (※출처: Yahoo finance) 

 

위 그래프는 연초대비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나스닥 ETF(QQQ)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40%를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시장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작년 

말 하락폭이 가장 컸던 탓도 있지만,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작년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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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서비스 섹터’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섹터에 속해있어 기관, 연기금 등의 

큰 자금들의 유출입에 따른 주가 변동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또한 각자 저마다의 이슈와 주요 매출처가 다름에도 놀랍도록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시가총액 상위 기술/나스닥 섹터에 대한 투자금 

유출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 스마트머니의 유입(매수)이 올해 

주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들었다고도 해석된다. 물론 4 월 29~30 일 

실적발표를 앞둔 애플, 구글(알파벳)에 따라 주가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나 FAMANG 의 주가 

흐름은 놀랍도록 상호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할 것이다.  

 

8.2.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변화 

미국 거대 기업들은 마치 스타트업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착각일지 모르나, 적어도 

뉴스 상으로는)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4 월 중순경, 중국 사업 철수를 밝혔고 반대급부로 차세대 

성장시장인 인도 전자상거래 집중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2008 년만 해도 아마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무려 15.4%에 달했지만, 10 여년이 지난 2018 년 아마존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0.6% 수준까지 급감했다. 아마존 실적 내에서도 중국은 기타 국가로 분류될만큼 미비했으며, 

시장은 중국철수를 오히려 비용지출 감소로 반기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연간 

유료회원인 프라임 멤버들에게 제공하는 2 일 배송을 당일 배송까지 가능케하도록 약 8 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투자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양쪽으로 갈리는 분위기지만, 결국 

미국 리테일 점유율을 가파르게 늘리고 있는 아마존의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통 최강자였던 월마트는 한 때 미국 전체 소매판매에서 약 10%의 비중까지 차지했던 

적이 있으나 2018 년 약 8%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아마존은 2018 년 6%를 넘기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오프라인 강자였던 월마트를 넘어, 온/오프라인까지 모두 장악하는 기세가 

그야말로 무서울 따름이다. 아마존은 미국 내 소비와 기술주 흐름의 척도까지도 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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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테인먼트 책 안내 

『미국주식 S&P500 가이드북』 

 

※ 구매 가능한 서점 조회: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550389  

 

『미국 배당주 투자』 

 

※ 구매 가능한 서점 조회: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374020 

 

디스클레이머 (Disclaimer) 

1. 본 레터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시점과의 차이, 사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 주요 투자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2. 본 레터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자료 작성자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본 투자레터의 저작권은 인베스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저자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미국 현지 거주 중인 2 명의 필진과 국내의 필진 3 명이 10 개월간 

준비하여 내놓은 미국주식 투자 종합 가이드북. 

미국주식 투자 기초, 미국 배당주 투자, 즐겨찾기를 통한 미국주식 

투자, 2018 미국주식 투자가이드, 미국주식과 세금, 미국의 대표지수인 

S&P500 에 속한 500 개 기업을 다룬 미국주식 투자 가이드북이다. 

미국 현지 거주 중인 1 명의 필진과 국내의 필진 2 명이 잠든 사이에도 

월급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미국 배당주 투자 책. 

왜 미국 배당주인지,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배당이 어떻게 다른지, 

배당목표 설정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등 배당주 투자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수록한 미국 배당주 투자 책이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550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