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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를 잊으면 당신
이 사랑하는 그녀는 슬퍼할 것
입니다. 1111데이에 그녀가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분
노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이 무슨 생
각하는지 압니다.

“1111데이? 그게 뭐지?”

싱글데이, 광군제로도 알려

진 이날은 1993년 중국 난징 대학교에서 솔로인 학생
넷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솔로인 사람들
끼리 만나서 사교모임을 갖는 것으로 이날을 만들었습
니다. 11월 11일로 지정한 이유는 그것이 네 개의 외
로운 막대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111, 이해하셨
습니까?

지금의 싱글데이는 발렌타인데이와 비슷하게 연인들
이 관계를 축하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날로 바뀌었습니
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 커플에게 결혼 날짜로 인기입
니다. 11월 11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가장
인기 있는 쇼핑의 날로 중국 문화에 완전히 정착되었습
니다.

사실, 싱글데이는 현재 가장 큰 전자상거래의 날입니
다. 네,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보다, 그 두 개
를 합친 것보다도...

아이폰을 사줄 만큼 나를 사랑해?

2008-2009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
중국의 신생 전자상거래 회사인 타오바오는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다니엘 쟁 회장은 상황을 탈피
하기 위해 ‘전국 무료배송 및 50% 할인 행사’라는 아이
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날 정오, 타오바오에는 ‘재고

가 없으니 더 이상 팔지 말아 달라’는 회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날 타오바오는 700만 달러 약 600%
이상의 초과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700만 달러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현재 전자상거래의 표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T-mall이라고 이름을 바꾼 뒤, 아마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싱글데이는 단순한 쇼핑의 날이 아닙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머라이어 케리, 킴 카다시안,
데이비드 베컴 등이 출연하며 재미와 게임 ,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을
할인합니다.

지난 싱글데이에는 약 40조 원의 새로운 매출
기록됐습니다. 이날 애플은 순식간에 아이폰11을
100만대 이상 판매했습니다.

T-mall은 이 행사에서 매년 새로운 수익 기록을
세 웁 니 다 . 올 해 는 7 시 간 만 에 2018 년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의 총수입보다 더 많은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T-mall 주식을 매수할 수

블랙프라이데이를 뛰어 넘은 '하나'의 생각
중국인들의 전자상거래 사랑은 결혼하기 위한 투자

By Tony Sagami

Inside this Issue ...
알리바바, 아마존같으면서그이상의것 . . . . . . . . . . . . . page 2

2020 상반기나의비트코인목표 . . . . . . . . . . . . . . . . . page 4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 6

WeissRatings Crypto Investor Portfolio . . . . . . . . . . . . . page 8



2 November 2019

없습니다. 그러나 모회사인 알리바바의 주식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T-mall의 고속 성장이
멈추길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설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해서 아마존은 지
난 5월 패배를 인정하고 중국 내 주문 처리 센터를 폐
쇄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월마트, 이베이도 중국에
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자상거래의 미래를 믿는다면 과연, 세계에
서 두 번째로 큰 경제 시장과 14억의 고객이 확보된 알
리바바보다 나은 회사가 있을까요?

알리바바,
아마존 같으면서
그 이상의것
By Tony Sagami

최근 마감된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는 대단했습니
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매출 305억 달러를 넘는 384억
달러의 매출로 하루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시간당 16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알리바바는
행사 시작 후 불과 한 시간 동안 무려 120억 달러의 상
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에게 이러한 기록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알리바바는 2009년부터 매년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에게는 11월 11일 기록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에게는 전자상거래의 진정한 왕으
로서 미국의 라이벌 아마존을 이길 만한 다섯가지 이유
가 있습니다.

이유 1. 장기적인 성장의 왕

알리바바의 성공은 단 하루 반짝한 것이 아니며 계속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
기 기록을 보면,

• 알리바바는 신규 고객 1900만 명을 추가해 총 고객
수가 6억 9300만 명으로 증가

• 수익이 165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40%
증가

• 주당 순이익(EPS)이 1.83달러로, 월스트리트가 예
상한 1.51달러보다 21% 높았으며, 전년 대비 36%
상승

이러한 수치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보
급률, 1인당 소득, 소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연간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마존과 중국을 합쳐서 생각한다면 투
자의 꿈을 가질 만할 것입니다. 전자는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왕으로서, 후자는 소비자의 구매
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리바바를 보는 방법입니다. 알리바바
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서 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리바바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마
찬가지로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물류, 결제 처리,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기도 합니다.

이유 2. 배송과 물류의 왕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아마존과 알리바바 모두 믿을
만한 물류 회사가 필요합니다. 알리바바가 엄청난 수익
을 올린 비결은 STO Express, ZTO, YTO, Best
Logistics 등 4개 선적/물류 회사의 주요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지 않다면 생소할 수 있지만 이들은 중
국의 4대 물류 및 공급망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선적/물류 기업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아마존과 달리,
알리바바는 자체적인 선적/물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
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16일 사이, 알리바바는 총
190만 개의 패키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
일을 전국 포장용 박스 재활용의 날로 선포하고 중국
전역에 7만 5000여 개의 재활용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는 달리 골리앗같은 경쟁자들이 없습
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50%
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가장 큰 경쟁업체의 점유율은
15%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은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했으며, 현재 분기별 매출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이번 분기에 13억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에 비해 미국 클라우드 업계 선두주자인 AWS는
35% 증가했습니다.

이유 5.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마존의 주가가 항상 높게 평가되는 것에 비해, 알리
바바의 주가는 형편없을 만큼 쌉니다.

알리바바는 2월 3일 다음 분기 실적 보고를 할 예정
인데, 11월 11일 쇼핑 페스티벌의 기록적인 실적이 여
기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알리바바의 주식을 살 때로서, 해
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내몽
골 등 중국 내 건조지역에 나무를 심는데 이용할 수 있
는 “그린 에너지”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11월 11일 쇼핑 페스티벌처럼 재활용의 날 행사도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리바바는
재활용의 선도자처럼 됐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유 3. 전자지갑의 왕

당신이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세계적인 호텔 체인
이나 명품 브랜드 매장 등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받는
곳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는 현금이나 스마트폰 결제를 통해 지불을 하기 때문입
니다.’

실제로 중국은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미국을
몇 년 앞서 있습니다. 스퀘어(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
중 하나)는 미국 내에서 이용 중이지만 알리페이를 운
영하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 파이낸셜에 비하면
몇 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연
간 9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 내 디지털 결
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알리페이는 중국 모
바일 결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앤트 파이낸셜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가치
를 인정받는 금융 서비스 기업이 됐으며, 알리바바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 회사의 지분도 가질 수 있습니
다.

이유 4. 중국 클라우드의 왕

아마존의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클라우드 스토리
지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로부터 수익 대부
분을 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마존은 그것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등과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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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5%를 이용해 시장에
서 알리바바그룹홀딩스(BA)를 매수하라



2020 상반기
나의 비트코인목표
By Juan M. Villaverde

새로운 10년을 기다리며 과거의 비트코인의 역사와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봅시다.

비트코인의 첫 10년 중 두 번의 초 약세 시장:

2012년 10월 19일. 2012년 중반 첫번째 급격한 성
장을 했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급격한 하락을 했습니
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가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2015년 1월 14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
다. 이것은 현재까지 최악의 초 약세 시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최저점이 비트코인의 약세 시장의 끝을 의미
했습니다. 모두 최저점 이후 강세 시장으로 반등했습니
다. 두 경우 모두 강세 시장이 시작된 후 비트코인은 다
소 조정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세 시장의 ‘첫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구
간이 끝난 후에 실제 강세 시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여기 증거들을 봅시다.

첫번째 약세 시장 이후 변동 (2012)

위 차트에서, 노란색 직사각형이 2012년 강세 시장의
첫 구간을 보여줍니다. 녹색의 타원형이 강세 시장에서
2019년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강세 시장 첫번째 구간의 끝과 두번째 구간의
시작 중간에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이 두 구간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 표시한 주황색 수평선을 확인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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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두번째 강세 구간은 첫번째보다 더 강합니다.
첫 번째 구간이 상승을 위한 예열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트렌드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기 위한 첫번째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두번째 상승
구간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교훈 2. 중요한 사건은 두번째 강세의 후반부에서 시
작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
며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시점이 왜 중
요한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훈 3. 제가 말했듯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
이 지난 주기들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2012년
‘YOU ARE HERE’라고 표시된 타원은 현재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2012년 첫번째 상승 구간 이후, 다시 반등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
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보다 작았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기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두번째 최저점인 2015년을 봅시다.

두번째 약세 시장 이후 변동 (2015)

2015년 패턴은 2012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들은 같습니다.

교훈 1. 2015년의 강세 시장이 2012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화살표 두 개 비교 참고) 이 두 지점은 전 세
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교훈 2. 2012년과 마찬가지로 두번째 단계에서 상승
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반은 가장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줍니다.

교훈 3. ‘YOU ARE HERE’로 지정된 포인트는 2019
년 현재의 사이클과 비슷합니다.



2012년과 2015년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
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두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몇 주 안
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강세 시장의 두
번째 단계는 첫번째 단계보다 훨씬 강합니다. 비트코인
이 반등하기 전 큰 랠리가 벌어집니다.

첫번째 약세 시장 이후 변동 (2012)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곳
은 현재 강세 시장의 첫 단계를 강조합니다. 이 단계가
아직 끝났다고 확신할 수 없어 이것이 현재까지 길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수평선은 첫번째 단계의 최
저점 가능성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고서
를 작성할 때의 저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말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첫번째 단계에서 독특한 점은 바로 힘입니다. 비
트코인의 10년 거래 역사상 가장 강력합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두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

역사가들은 2019-2020년의 패턴을 보고 2012년과
2015년의 패턴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할까요? 그렇
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겁니다.

1. 두번째 단계는 첫번째 단계보다 강합니다. 대단하
네요. 첫번째 단계의 상승과 일치하더라도(2018년
12월 최저점에서 3.5배), 2만 달러에서 2만 5000
달러 구간을 향합니다. 2012년과 2015년보다 더
강력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2. 이 대규모 랠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입니다. 아마도 다음 단계는 2020년 5월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어떻게 비트코인이
변할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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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적으로, 2012년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옆
으로 계속 움직이거나, 5000달러에서 7000달러
사이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즉시 상승하지 않을 것이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비상을 위한 준비 단계: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이전의
사상 최고치를 능가하기 위해 항상 두 단계 이상을 거
쳤으며, 그에 따라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트코인이 두번째 단계에서 사상 최고치
(2만 달러 근처)를 초과한다면, 그것이 곧 첫 단계일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이유
입니다. 지금과 같은 가격 랠리가 지속된다면 랠리가
끝난 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클 모델을 사용하여 나간
다면 강력한 바람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계속
추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저점이 우리의 바로 뒤에 있
거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환상적
인 구매 기회입니다.

또한 Cardano (ADA)를 추가 매수하고 Tezos (XTZ)
를 새롭게 추가할 것 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수하는 이
유는 2020년 스태킹 자산으로 주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태킹은 지분 증명 원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받는 배당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암호화폐
로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넨스 등 주요 거래소들과
함께 운영됩니다. 이러한 스태킹 경향은 앞으로 ADA
및 XTZ 가격의 주요한 상승이 될 것이므로 포트폴리오
에서 일부 확보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2018년 9월호에 Cardano를 구매하라
고 추천했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보유량은 총 5%가
될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량을 추가하거
나, 새로운 가격 포지션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세요.

이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2.5%를 이용해 시장
에서 Cardano (ADA)를 매수하라

이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2.5%를 사용하여 시
장에서 Tezos (XTZ)를 매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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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업데이트
By Tony Sagami

연말에 가까워지는 지금, 우리의 트레이딩 전략을 검
토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는 성과를 거두는 것은 새
해에도 유지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포지션의 경우 손
실의 싹을 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DocuSign(DOCU) (+64%), Mastercard
(MA) (+42%), JPMorgan Chase(JPM) (+33.5%),
그리고 Microsoft(MSFT) (11.7%) 등 여러 종목에서
두 자릿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수익은 불과 몇
개월에 걸쳐 창출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지배력을 블록체
인 개발 분야로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우리
의 전략은 손쉽게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계속 보유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아직 이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았다면 포지션 설정을 고려하라고 권유합
니다.

한편, 여전히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투자한 기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수익을 내지 못한 일부 주
식들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나머지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하면…

Amazon (AMZN): 아마존은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
의 수익을 내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즈니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아마존은 700
억달러 매출에 주당 4.23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소매협회는 11월과 12월 소매
판매가 전년비 각기 3.8%와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기타 비점포 매출은 전년비
1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
산하면 대략 1626억 달러와 1669억 달러입니다. 따라
서 아마존의 크리스마스 양말은 수십억 달러의 달콤한
이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계속 보유.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BLOK)의 모든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라

Overstock.com Inc. (OSTK)의 모든 주식을 시
장에서 매각하라

U.S. Global Investors Inc. (GROW)의 모든 주
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라

DocuSign (DOCU): 60% 넘게 상승한 도큐사인은
우리가 보유한 종목 중 지금까지는 최고의 승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르면 이 회사
가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12월 5일 추가 상승을 목격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Facebook (FB): 페이스북은 환상적인 분기 이익 보
고서를 공개했습니다.

• 매출은 176억 달러로 월스트리트 예상을 3억 달러
상회했고, 전년비 무려 29% 증가했습니다.

• 이익은 61억 달러, 주당 수익은 2.12달러로 예상치
를 13% 상회했습니다.

• 월간 페이스북 사용자는 16억 2000만 명으로 증가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든 앱 사용자를 합치면 28
억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사용자당 평균 매출은 7.26달러로 월스트리트 예상
치 7.09달러를 크게 앞섰습니다.

페이스북은 벌어들이는 돈을 새 데이터 센터, 빛처럼
빠른 서버, 네트워킹 인프라, 그리고 새 사무용 빌딩 건
설 등 모두 회사 성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페
이스북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 보입니다. 계속 보유.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IBM): IBM은
잠재적인 대규모 인공지능 추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지난 1년간
35.6% 성장하여 281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IBM은
25억 8000만 달러의 매출로 세계 어느 기업보다 높은
9.2%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IBM은 12월
10일 주당 1.6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 보유.

JPMorgan Chase (JPM): 은행 업무에 관한 한
JPM보다 더 뛰어난 기업은 없습니다. 지난 분기 JPM
의 수익은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2위 씨티뱅크 (C)
실적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JPM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처럼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JPM은 그보다 중요한 매출 성장을 통해 수익을 늘렸
습니다. 전년 대비 JPM의 매출은 6% 증가했습니다.
계속 보유.

Mastercard (MA):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신용카
드와 데빗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마스터카드가 점점 더 많은 트랜잭션
머니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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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트랜잭션의 달러 가치는 지난 1년간 14% 증가했
습니다. 이로써 이 회사의 주당 수익은 2.15달러로 월
스트리트 예상치를 14센트 초과했습니다. 계속 보유.

Mercury Systems (MRCY): 사업은 번창하고 있습
니다. MRCY는 각기 예상 보다 양호한 1억 7730만 달
러의 매출과 주당 44센트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MRCY는 보장된 비즈니스 수주 잔고도 엄청납니다. 7
억 1180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이 아주 잘 돼
MCRY는 2020년 매출 전망치를 7억 4000만~7억
7600만 달러에서 7억 7500만~7억 9000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Microsoft (MSFT): 1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막 수주한 신규 계약 규모입니다.
조인트 엔터프라이즈 디펜스 인프라스트럭처 (JEDI)는
국방부 정보 시스템을 완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완료되면 JEDI 시스템은 전체 미군을 –지상, 바다의
모든 선박, 그리고 공중의 모든 비행기에 있는 병사들-
단일 데이터 안에 통합시키게 됩니다. 계속 보유.

Nvidia Corp. (NVD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새로 나온 빛처럼 빠른 5G 네트워크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 세 가지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에브리씽(SE)에 대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SE는 가로등, 건물, 통신탑 등에 부착돼
있는 수백만 개의 작은 5G 트랜스미션 박스를 기반으
로 하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정
보를 즉시 처리한 뒤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데이
터 센터에 보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
SE 혁명의 중심에 누가 서 있을까요? 최상의, 빛처럼
빠른 프로세싱 칩, 엔비디아입니다. 계속 보유.

Square (SQ): 스퀘어는 예상을 넘어서는 분기 매출
과 수익을 거뒀습니다. 스퀘어는 예상보다 많은 6억
220만 달러의 매출과 530만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습
니다. 주당 수익 25센트는 예상치를 25% 또는 5센트
상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은 스퀘어의 결제
처리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
퀘어의 성장하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감춰진 보석입
니다. 지난 분기 스퀘어 고객들의 비트코인 매매 트랜
잭션 규모는 1억 4830만 달러로, 1년 전의 4300만 달
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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