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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S2F 지수가 금과 얼마나 가까운지 
주목하라. 이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금
의 주요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2020년 5월 반감기 후 10분마다 
6.25개의 비트코인을 생산한다. 이러한 속도라
면 현재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양의 비트코인 
생산에는 56년이 걸린다.

비트코인의 S2F 지수가 금과 얼마나 가까운지 
주목하라. 이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금
의 주요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감기는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속도의 
50%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략 4년
마다 발생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감기 후 
12~18개월 동안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뒤따랐
다.

2021년 중반까지 비트코인 7만달러 도달 전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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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가격의 광범위                      
                                     한 형태에 초점을 맞                  
                                     춘 스톡투플로(S2F)  
                                     모델은 와이스의 주        
                                     기 모델에서 이용하
                                     는 방식과 다른 방법    
                                     론을 기반으로 하지
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모델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격렬한 랠리를 예
고하고 있다. 

S2F 모델은 상품의 희소성이 가치를 높인다는 상
식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량을 매수·매도 가능
한 양(순환 공급)과 비교해 희소성을 측정한다.

현재 금의 S2F 지수는 62로, 이는 현재 지구상에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의 금을 생산하기 위
해 62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비해 현재와 같은 양의 은 생산은 22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은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적은 
것이 은을 금보다 덜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인
이다.

비트코인은 2020년 
5월 반감기 후 10분
마다 6.25개의 비트
코인을 생산한다. 
이러한 속도라면 현
재 세상에 있는 것
과 같은 양의 비트
코인 생산에는 56년
이 걸린다.

위의 차트에서 볼 
수있듯이, 이전의 
S2F예측은 비트코
인의 실제 가격 추
이와 상당히 일치
한다. 현재 S2F 분
석 결과 비트코인
은 2021년 중반쯤 
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예측이 절반만 
맞는다고 해도 여전히 세 배의 돈을 벌 수 있
다. 비트코인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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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1: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수문이 

열렸다
헤지펀드, 대학기부금, 연기금, 그리고 다른 거물
급 기관투자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주
목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거액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비트코
인은 기관들의 자본 유입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
의 규모와 유동성을 갖춘 유일한 암호화폐 중 하
나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
나 거의 모든 기관들이 보통주를 살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폐쇄형 펀드가 이 모든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
자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

주당0.00095891 BTC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비트 

                                     

값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떠올리게 한다.

당시 금값은 7년 만에 4배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GBTC가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당신은 
더 큰 수익의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GBTC 주주들 중 약 88%가 대형 은행, 헤지펀드, 
그리고 대형 전문 투자자들이다.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다.

왼쪽의 차트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로의 주간 자금 
유입을 보여준다.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투자금액
은 3억8890만 달러에서 8억185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월가의 '스마트 머니'가 드디어 암호화폐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의해 더욱 확
인된다.

예를 들어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자 포브스 선정 
400명의 억만장자 중 한명인 폴 튜더 존스는 최
근 CNBC에 자신의 자산 중 1~2%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헤지펀드 규모(튜더BVI-운용자산 210억달
러)를 감안하면 무려 2억1000만 달러에서 4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두번째 강력한 이유는 연방준비제도가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유2: 무한대의 양적완화 
코로나 대유행 공포의 충격 가운데 경제를 부양
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소방호스로 돈
을 뿌리기 시작했다. 

이는 1분에 약 22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24
시간 내내, 저녁, 주말 및 휴일에도 계속된다. 

이 돈을 유통시키기 위해 과거 연준은 현찰로 국
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국채 시장은 너무 거대해
진 돈의 홍수를 흡수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연
준은 방향을 틀어 직접 정크본드 매입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2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과 전국적인 폭동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플로이드의 의심스러운 20달러 지폐를 편의점 
점원이 거절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20명의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된 연준 건
물의 밀실에 모여 새로 인쇄된 수조 달러를 정치
적으로 잘 연결된 회사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
는 그것을 "신속한 정책"이라고 부른다.

코 인 트 러 스 트
(GBTC) 주식은 장
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므로 누구
나 구매할 수 있
다. 이는 매우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최초의 금 거래소 
상장지수편(ETF)
가 투자자들이 주
식시장에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연 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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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혼란과 폭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은 점점 더 많은 신규 발행 자금을 대기업에 쏟
아 붓고 있다. (로마와 그 주위가 불타버리는 동
안 노래하고 연주하던 네로 황제를 연상시킨다!)

최근 집계 결과, 3개월 만에 거의 4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수만 개의 사
업장이 문을 닫았고, 그 중 상당수는 영원히 문
을 닫았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이 있는 거대기업들은 온갖 
돈을 자기들에게 몰아주게 한다. 연준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말한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은 가망이 없는 기업이 “일
시적 유동성 위기”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정말 자유로운 시장에서, 대중들의 집단적인 구
매 결정은 어떤 기업이 번창하고 기여를 하는가
에 달려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중앙은행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구제금융이 아니라면 파산할) 거대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또한 그
것은 전염병 사태로 잃은 수 십억 달러의 수입을 
돌려줄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좀비 기업들과 
영원한 극빈층을 만들 뿐이다.

어떤 이들은 금만이 정직한 돈을 회복할 수 있다
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세상은 비트코인
을 필요로 한다. 

과거 우리는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 100년 전, 미
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폐는 금(또는 은)의 수요
에 따라 교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결
국 금본위제를 폐지할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파산
한 통화 시스템의 유일하고 정직한 대안으로 암
호화폐가 남게 된다.

여러분은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채굴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
람들로,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통화정책을 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체 커뮤니티에 달려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아주 작
은 세부사항조차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다. 
이용자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해야 한다.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미 달러 사용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2008년
에 연준이 파산한 기업들을 구제하고 수백
만명이 소유한 주택을 압류하는 것에 동의
했는가?

• 그들이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은 4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생겨나는 동안 거대하고 
형편없이 운영되는 기업에 수조 달러를 쏟
아 부을 것을 투표로 결정했을까?

전혀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통화 체계에 관한 어떤 것도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한편으로 장기
적인 면에서는 다수에게 이익을 주기도 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진정한 암호화폐들이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폐에 
민주주의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서구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
은 통화 시스템에 민주주의가 전혀 없기 때문이
다.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어느 주라도 화폐를 주
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
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들은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중앙에서 화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공화국을 파멸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당시
에는 금과 은이 유일하게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
는 화폐였다.

하지만 오늘 미국의 헌법 제정을 위한 회의가 열
리면 어떻게 될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아마도 비
트코인, 그리고 몇 개의 다른 암호화폐들도 지불
의 법정 수단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비트코인(및 다른 암호화폐 자산)이 돈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중앙은행들은 현재 
세계의 주요 화폐를 파괴하고 있으며 그것을 막
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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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자자로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
시 역사의 바른 편에 서야 한다.

절대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비트코인과 기타 
와이스 상위 등급의 암호화폐들에 안전한 투자
를 할 수 있기 바란다.

제로에 가까운 이자는 안녕!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미국
의 금리를 적어도 2023년까지는 0(제로)에 가깝
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건 말도 안 돼!

여기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Nexo)를 소개
한다.

• 바로 지금 당신은 USDC 예금으로 8%를 벌 
수 있다. (USDC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
이블코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
이 거의 없다.)

• 당신은 불이익 없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 예금은 해킹에 대비해 1억 달러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넥소는 200여 개 국가(미국 포함)에서 당국
의 면허를 얻었으며, 규제를 받고 있다.

전통적 중앙집중형 은행의 블록체인 버전 넥소
는 암호화폐 예금자에게 이자를 제공하고, 이 암
호화폐를 더 높은 금리로 대출자들에게 빌려준
다.

그러나 규제가 심한 기존 은행과 달리 블록체인
을 이용한 대부와 대출은 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유시장의 힘에 의해서만 규제된다.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관리감독이 적다는 것은 운영비용이 절감
되고 예금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의 실패 위험성이 다소 
더 높을 수 있다.

우리가 중개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대출 
플랫폼을 추천하거나 추천을 의뢰 받지 않는다
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 외에, 우리는 
우리가 소개하는 어떤 거래와도 사업적으로 관
계가 없다.

넥소에 관한 정보는 순수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 
및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1단계: 
계좌 개설 방법

• https://platform.nexo.io/에서 가입 신청 버
튼을 누르고 당신에게 확인용 이메일이 전
송되면 그것을 확인한다.

•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다. 본인 확인 수준
은 세 단계가 있다.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No Verification" 수준 
계좌도 8%의 암호화폐 이자를 받기 시작하기에
는 충분하다. 그것은 또한 가장 빠르고 쉽게 개
설 가능한 계좌다. (이 경우 넥소 계좌에서 어떤 
금융통화도 인출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월 
2만달러까지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다.)

주의: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SIM 해킹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2-팩터 인증(2FA)을 권한다.

2FA에서는 계좌에 접속하기 위해 비밀번호와 구
글 인증 키를 요구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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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암호화폐를 예금하고 이자 벌기

우리는 이자를 벌기 위해 USDC 스테이블코인 
예금을 추천한다. USDC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됐
다. 즉, 발행되는 모든 USDC에 적어도 1달러의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소 5
개 이상의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과 같은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USDC를 구입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대시보
드에서 시작한다

• USD Coin의 Top Up 버튼을 클릭하면 다
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 넥소의 USDC 예금 주소를 복사한다. 
USDC 스테이블코인의 출처가 어떤 디지
털 지갑인지 확인한다.

•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소의 모든 문
자를 다시 확인한다.

• 그러면 입금된 금액이 다음 그림과 같이 
USDC 잔액에 표시된다.

• 예금이 되는 순간부터 이자가 자동으로 쌓
이기 시작한다. 별도의 기능 활성화 등이 
필요 없다.

• 위 그림은 50 USDC 예금에 대해 다음 날 
0.0105 USDC의 이자가 발생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광고된 8% APY에 해당한다.

넥소에는 대출의 형태로 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11.9% 이자가 부과되기 때
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미국 달러를 빌릴 
때 지불하는 것보다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싸다. 넥소에도 자체 토큰
이 있으며, 넥소 코인 보유자에게 '암호화폐 배당
금' 형태로 순이익의 30%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
고 있다.(코인 보유자도 플랫폼에서 대출을 이용
할 경우 할인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넥소는 현재 와이스 레이팅스의 상위 암호
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의 보유를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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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우리는 6월 26일 발행된 보고서에서 독자들에게 
체인링크(LINK, 와이스 유동성/이용 가능성 등
급 ‘B’) 매입을 촉구했다. 그날 LINK의 마감가는 
4.68달러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LINK는 8
달러를 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신
들은 한 달 만에 78%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멋
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
다. 체인링크가 물가, 기온, 환율, 금리, 거래량, 
그리고 수천 개의 기타 실제 세계 데이터를 제공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이들 데이터
는 스마트계약 가동에 필요하다.

스마트계약은 지금 매우 인기가 높다. 때문에 
LINK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수용과 사
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몇 개 안 되는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수용과 사용은 와이스 크립토커런시 레
이팅스가 투자할 만한 가장 유망한 암호화폐들
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포함된다.

우리의 LINK 가격 목표는 20달러다. 목표를 향한 
행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테조스(XTZ. 와이스 기술/수용 등급 ‘B-’) – 
145% 상승

XTZ는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가운데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유일한 암호화폐다. (스테이킹은 지분
증명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새로운 트랜
잭션 확인 작업에 참여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
록 허용하는 과정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테조스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연수익 5%
에 해당된다. 이 수치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
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거의 제로 금리인 오늘날
에는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탐내는 주된 이유가 
된다.

그러나 테조스를 탐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스테이킹에 사용된 코인은 블록체인에 잠
기게 된다. 이는 스테이킹 상태의 코인들은 더 
이상 매매에 이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테이킹 된 코인은 유통되는 코
인 공급량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적
으로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다.

카르다노(ADA. 와이스 기술/수용 등급 ‘B+’) – 
134% 상승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와 토큰 보유자들
의 스테이킹 허용을 위한 셸리(Shelley) 업그레이
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스테이킹
에 대한 초기 보상의 연수익이 10%를 넘어설 것
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이 수익에 매우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많은 투자자들이 단지 두 
자릿수 수익을 얻기 위해 카르다노로 몰리고 있
다.

따라서 시장을 쉽게 움직일 만큼의 영향력을 발
휘할 두 개의 날짜를 주목해야 한다: 셸리가 마
침내 가동되는 7월 29일,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에 대한 수익이 시작되는 8월 18일이 바로 그 날
짜다. 카르다노를 계속 보유하라.

비트코인(BTC. 와이스 기술/수용 등급 ‘A’) – 
6.5% 상승

체인링크, 테조스, 카르다노와 비교해 비트코인
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우리는 
비트코인의 경우 규모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믿
는다. 비트코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 
또는 폴 튜더 존스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가격을 
정말로 움직이는 암호화폐 세계 외부의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유입되는 신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다. 

기관 자금은 이미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연방준비제도의 노골적인 달러 가치 약화 조치
가 일반 투자자들을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만드
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준의 
달러 가치 약화 조치는 정부가 조작하거나 통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2만달러
로 치솟았던 2017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
다. 그러니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라.

이더리움(ETH. 와이스 기술/수용 등급 ‘A’) – 
13% 상승

우리가 이더리움에 강세 입장을 취하는 한가지 
이유는 이더리움이 세계 1위 스마트계약 플랫폼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마트계약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앱에 속한다.

우리가 이더리움에 강세 견해를 지니는 또 한가
지 이유는 ETH 2.0 출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다. ETH 2.0은 이더리움을 작업증명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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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분증명 암호화폐로 전환시켜 줄 중요한 
업그레이드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을 위한 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테조스와 카
르다노의 경우와 동일한 강세 영향을 초래할 것
이다.

ETH 2.0 출시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
야 하는가가 유일한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더리
움의 업그레이드에 관해 이야기 하자면 이더리
움은 150파운드 무게의 거북이와 비교해서 거북
이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것으로 보이게 할 만큼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더리움의 계속 보
유를 권한다. 앞으로 얻게 될 수익은 정말 기다
릴 만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주식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기술 종목 주식들의 기세가 맹렬했다. 랠리의 기
세는 너무 맹렬해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나갔다. 
나스닥지수의 성적이 S&P500지수를 아주 크게 
앞섰기 때문에 조만간 보통 수준의 현실을 향한 
불가피한 후퇴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테이블에서 더 많은 기술종목 칩들을 치울 
때가 됐음을 말해 준다. 나는 독자들이 부즈 앨
런 해밀턴, 도큐사인, 잭 헨리 & 어소시에이츠, 
페이스북, 비자, Nvidia 6개 종목들을 당장 매도
할 것을 원한다.

주문사항1: 보유한 부즈 앨런 해밀(NYSE:BAH. 
등급 ‘B+’)주식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하라.

주문사항2: 보유한 도큐사인(나스닥: DOCU. 
등급 ‘D’)주식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하라.

주문사항3: 보유한 잭헨리&어소시에이츠(나스
닥: JKHY. 등급 ‘B’) 주식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
하라.

주문사항4: 보유한 페이스북(나스닥: FB, 등급 
‘B-’) 주식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하라.

주문사항 5: 보유한 비자(NYSE: V. 등급 ‘B’) 주
식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하라.

주문사항 6: 보유한NVIDIA Corp(나스닥: 
NVDA. 등급 ‘C+’)주식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하
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식이 남는다. 
이들 두 주식만이 고평가 되지 않았고 팬데믹(대
유행) 경기침체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종목들이다.

아마존(AMZN): 아마존은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주식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팬
데믹은 이미 거대해진 아마존의 경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온라인 소매업은 안 그래도 기
존 소매 점포들의 시장을 빼앗아왔고 올해 그 같
은 추세는 가속화됐다.

2019년 말 소매업 매출에서 전자 상거래의 비중
은 11.4%였다. 이 수치는 궁극적으로 30%를 넘
어설 것이다. 아마존 주식은 높은 주가 때문에 
비싸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상승 
여지를 갖고 있다. 계속 보유하라.



8 July 2020

* Bitcoin's $ Cost and Total % Gain columns reflect average of initial purchase 4/26/19 ($5,217.25) and subsequent buys  8/7/19 ($11,901.45), 8/30/19 ($9,584.37), 10/2/19 
($8,266.70), 11/1/19 ($9255.15), 4/24/20, (7,550.90)

*** Ethereum $ Cost and Total % Gain columns reflect average of initial purchase 8/7/19 ($224.51) and subsequent buy 4/24/20 ($187.57).
** Cardano $ Cost and Total % Gain columns reflect average of initial purchase 9/12/18 ($0.06840000) and subsequent buy 11/27/19 ($0.038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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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 Ratings Crypto Investor Portfolio
Recommendations Reco Date
Crypto Positions
Cardano (ADA/USD) ** 9/12/18 $0.05368758 $0.12470100 149.8%
EOS (EOS/USD) 9/12/18 $5.39210000 Sold 6/26 (-54.01%)
Holo (XHOT/USD) 11/19/18 $0.00060100 Sold 6/26 (-7.65%)
Bitcoin (BTC/USD)* 4/26/19 $8,629.30 $9,532.21 17.4%
Fantom (FTM/USD) 8/7/19 $0.02205500 Sold 6/26 (-71.15%)
Ethereum (ETH/USD)*** 8/7/19 $206.04 $276.77 28.9%
Tezos (XTZ/USD) 11/27/19 $1.25753900 $3.10 146.5%
Chainlink (LINK/USD) 6/26/20 $4.72 $7.98 58.6%
Stock Positions
Nvidia (NVDA) 10/19/18 $229.17 Sell @ market
DocuSign (DOCU) 12/28/18 $40.50 Sell @ market
Facebook (FB) 7/12/19 $204.87 Sell @ market
Amazon.com (AMZN) 8/30/19 $1,776.29 $3,099.91 74.5%
Microsoft Corp. (MSFT) 10/2/19 $134.65 $211.75 58.8%
Mercury Systems (MRCY) 11/1/19 $74.60 Sold 6/26 (+2.06%)
Alibaba (BABA) 11/27/19 $200.82 Sold 6/26 (+7.49%)
Walt Disney Co. (DIS) 1/3/20 $146.48 Sold 6/26 (-25.59%)
Prologis (PLD) 1/31/2020 $92.88 Sold 6/26 (-0.31%)
Visa (V) 2/28/2020 $181.76 Sell @ market
Copart (CPRT) 2/28/2020 $84.48 Sold 6/26 (-3.93%)
Booz Allen Hamilton Holding Company (BAH) 4/24/2020 $75.86 Sell @ market
Jack Henry & Associates (JKHY) 5/22/2020 $186.55 Sell @ market

$ Cost
Current Quote ($)  
as of 07/23/20 Total % Gain

마이크로소프트(MSFT): 마이크로소프트는 380
억달러 매출에 주당 1.48달러 이익을 보고함으
로써 월가 예상 매출 366억달러와 예상 수익 
1.38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내가 볼 때는 3가지
가 돋보인다.

·전년비13% 늘어난 매출. 코로나바이러스가 부
채질한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이익 마진은 2% 증가해 68%라는 놀랄 만큼 부
러운 수준으로 성장했다.

·수익은 전년비 15% 늘어나 112억달러에 도달
했다.

마지막으로 6월 11일 당신들의 계좌에는 주당 
51센트의 배당금이 지급됐다. 계속 보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