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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ny Sagami

저에게는 30개월 된 소중한

손녀가 있습니다.

딸과 저는 손녀를 전통적인 남∙여

역할에 구애 받지 않고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녀에게 분홍색 옷, 바비 인형,

보석류, 장난감을 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는 대신 얼마나 똑똑한지를

칭찬합니다. 손녀의 이름인 Andersen도 손녀가 성 역할에

구애 받지 않게자라도록 일부러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손녀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녀는 매우

여성스러운 소녀입니다.

CommonSenseMedia의 설문조사에따르면매일온라인

비디오를 시청하는 젊은 미국인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의 목표는 어린이, 가족 및

학교의 디지털 세계 탐험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Common Sense Media는 미국 아이들은

4년 전보다 두배이상 영상을 시청한 다고 합니다.

10대평균 시간: 8~12세의디지털미디어 시청 시간은하루

평균 4시간 44분, 13~19세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7시간

22분 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현재 다른 온라인 미디어 활동보다

온라인 비디오 시청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

년에는 5번째로 좋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TV 화면을 시청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과 10대는 4년 전보다 하루 약 30분 정도 TV 시청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비디오 시청 시간이 TV 시청

시간 감소 이상의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폰이새로운 시청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 8세미만의 어린이 5명중 1명은 자신의 스마트폰 소유

• 11세까지 자신의 스마트 폰을 갖는 어린이의 비율 53%

• 12세가 되면 거의 70% 이상 스마트폰 보유

누군가는 이 모든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이익을 많이 얻은 회사는 새로운

Disney + 서비스를 제공하는 Disney(DIS)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 구독자 시장과 같은 소비 시장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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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이며,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와

반지를 착용하며 신데렐라, 아리엘,

엘사와 같은 디즈니 공주들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어린이를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TV로 만화

보는 시간과 애니를 보는 iPad 사용

공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케이블 회사는 비디오 프로그래밍에 독

점권을 가졌습니다. Blockbuster와 Redbox는 단 시

일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스트리밍 선구자 Netflix(NFLX)가 등장

했고 그들은 미국 온라인 비디오 시장을 완전히 바꾸

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의 Netflix 따

라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Netflix는 스트리밍 업계의 유일한 기업이었

습니다. 현재 Netflix는 약 1억 6천 5백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4등 업체의 유료

가입자를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Netflix는 S&P 500의 200%에 비해 2002 년 최

초 공모 이후 약 27,000% 증가한 최고의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성공으로 Hulu, Amazon Prime

Video, HBO Now 및 CBS 등 많은 경쟁자를 들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대가 끝났습니다. 넷플릭스가 누

리던 지배력은 2019 년 11 월 12 일부로 끝났습니다.

저는 DIST가 스트리밍 비디오 사업으로 전환 한

Disney+의 출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테마파크와 미키 마우스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디즈니가 정말 잘하는 것은 영화와 TV 쇼를

제작하는 것이며 “마우스 하우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하자면,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1937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디즈니는 “신데

렐라”, “101마리의 달마시안”, “덤보”, “정글북”, “알라

딘”, “라이언 킹”, “토이 스토리”, “카”, “주토피아”, “니

모를 찾아서”, “미녀와 야수”, “도리를 찾아서” 및 “몬스

터 주식회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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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는
차기넷플릭스
By Tony Sagami

Disney는 또한 "캐리비안의 해적", “아마겟돈”, “귀여

운 여인”, “보물섬” 및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영화

프랜차이즈인 마블과 스타워즈 등 애니메이션화 되지

않은 대중적인 영화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Disney는 Disney+에 독점 될 “만달로리안”이라는

새로운 라이브 액션 스타워즈 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영화인 “겨울왕국 2”는 올해 티켓 판매량

에서 10억 달러를 돌파한 디즈니의 여섯 번째 영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캡틴마블”, “알라딘”, “라이언 킹”, “토

이스토리 4”및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5개의 디즈니

영화가 “아바타”를 역대 최고 수익 영화로 선정했습니

다. — 이는 총 10 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Disney의 총 매출은 2019년에 669억 달러로 증가

했습니다. Disney+ 덕분에 매출은 2021년에 25% 증

가한 867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이 10억 달러 규모의 블록버스터로 디즈니는 역사상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가 되어 1년 동안 100억 달러의

박스 오피스 티켓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Disney+는 내 30개월 된 손녀가 보고

싶어하는 모든 영화를 포함하여 7,500개의 TV 쇼와

500개의 영화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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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ney+ 출시는 Disney의 새로운 지배 시대를 시작합니

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에서 100달러가 넘는 티켓 가격과 달

리 이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한달에 6.99달러에불과합니다!

7달러는 디즈니랜드에서 과자 하나를 구입하는 가격과 같

습니다. 그러나 이 월별 요금은 회사에 빠르게 추가되고 있습

니다.

11월 출시 후 첫 24시간 만에 천만 명의 미국인이

Disney+에 가입했습니다. Disney는 그 이후로 하루에 백만

명의 신규 고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00만 명

의 미국인이 가입했습니다.

신규 Disney+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매출 또한 꾸준

한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Disney의 수익은 매달 상승하

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얼리 어답터입니다. Disney는 궁극적으

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Netflix에서 넘어와 가입하여 최

고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탈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트리밍 비즈니스에서 콘텐츠는 왕이어서 제작 비용이 많

이 듭니다. 한편 디즈니에는 많은 독자들보다 오래된 컨텐츠

들이 있습니다. 제품과 디즈니랜드는 물론이고 평생 동안 새

로운 영화와 쇼를 제작하기위한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결론 : 경쟁 업체가 디즈니 영화의 총체적인 가치를 모방하

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isney+의 직접 배포를 통해 회사는

중개자를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돈을 모을 수 있습

니다.

디즈니는 실버 스크린 왕이지만, TV의 주요한 힘이기도 합

니다. 디즈니 채널, ESPN, ABC, 자유 형식, 평생 및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21st Century

Fox의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7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

계약에는“The Simpsons”와 Hulu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

된 FoxStudios가포함되었습니다.

9월에 마감된 회계 연도의 디즈니 수익의 41%는 미

디어에서, 34%는 공원/리조트에서, 17%는 스튜디

오 엔터테인먼트에서, 8%는 소비자 제품에서 발생했

습니다.

디즈니는 견고한 대차 대조표 덕분에 그 큰 지출에 거

의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은행에 54억 달러의

현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70억 달러가 넘는 흑

자 현금 흐름으로 인해 현금 저장고는 더욱 커질 것입

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주들에게 보상합니다. 디즈니는 연

간 1.74달러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다음 분기 지불금

은 3월 중순에 나옵니다. 지금 당장 탑승하는 것이 좋

습니다.

수행 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145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변화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더 상승 할 것으로 보

입니다.

2020년 비트코인, 금,
국채, 견고한 안전 자산
수요 증가
by Juan M. Villaverde

우리는 오늘 새로운 10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

고 금융 시장과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은

전례 없는 수준의 돈 인쇄와 이에 따른 제로 또는 그에

가까운 제로금리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시작되

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붕괴 직전에서 회복되

면서 한동안 그들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값 싸고 저렴한 투자자, 특히 정부를 빌리는 비

용 — 낡은 것 위에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빚을 쌓아 버

렸습니다.

이 부채는 이제 너무나 거대해 금리가 급등하면 대출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 경제의 광대한 부분

이 파산 직전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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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2008년이 기억에서 멀어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 위기의 발생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금 및 국채와 같은

전통적인 안전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

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전한 자산 클럽의 새로운 회원인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의 금융 안전 안

식처가 되었습니다.

• 높은 휴대성

• 익명성

• 가장 중요한 보관이 쉽다는 점

•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음

저는 이 마지막 요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거

의 모든 금융 자산에는 어떤 형태의 거래 상대방 위험

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른 사람의 차용증서에 기반

한 것일수록 아침에 일어나서 달러로 페니를 거래할 가

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계좌, 회사 및 국채, 심

지어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안전한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

대방에게는 위험이 낮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은 모든 정부 부패의 능력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가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공무원에 의해

강탈 될 위험이 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명하게 미국의 모든 금을 압수했습니다.)

미국 국채의 안전한 사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물론

미국 채권은 차용증서입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은 세

계의 준비 통화를 발행 할뿐만 아니라 지불해야 할 금

액을 항상 지불할 수 있는 미국 정부입니다. 이러한 이

유로 시장은 일반적으로 국채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구상의 모든 정부의 희망이나

정책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

을 잘 지키는 시장 중개인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의 세계에 새로 나온 것이지만 그 디자

인은 너무 견고하고 제한적이어서 금융 시장은 비트코

인을 궁극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간주하기 시작했습

니다.

비트코인이 정부 채권 및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 자

산과 어떻게 연계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의 일반적인 형태가 2019년의 비트코인과 어

떻게 비슷한지 살펴보십시오. 특히, 미국의 장기 국채

는 2018년 11월에 중요도가 낮아서 2019년 8월에 급

등했습니다.

그 후, 채권 가격은 북미 겨울철에 휴식을 취하고

2019년 3월 말에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에 중요한 저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월 초에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과 유사합

니다. 또한 2019년 3월 말까지 비트코인의 런 어웨이

이동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장기 미국 국채는 2019년 하반기

중 더 많은 부분을 통합하는데 소비했습니다. 우리의

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요한 저점으로

인해 기한이 다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금은 여전히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전형적인 안전 자

산 자산입니다. 오늘날 중앙 은행은 매장량을 다양 화

하려고 할 때 구매하는 자산 1위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2018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중요한

사이클을 수립한 최초의 안전 자산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19년 9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집회가 끝

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다음 차트가 엉킨 스파게티와 비슷해 보인다면 용

서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Weiss Ratings

Crypto Investor 5보다 훨씬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두 가지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소식은 52주 연속 매주 최
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BABA
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 상반기 매출은 40% 증
가하고 수익은 3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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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실선은 금 (노란색 위쪽 화살표로 표시),

정부 채권 (파란색 위쪽 화살표) 및 비트 코인 (빨

간색 위쪽 화살표) ... 2018년 4분기

• 녹색의 수평선은 비트코인 (빨간색 아래쪽 화살

표), 정부 채권 (파란색 아래쪽 화살표) 및 금색

(노란색 아래쪽 화살표)에 대한 후속 주기 최고치

를 나타냅니다.

The blue line shows daily prices of the 20+ year US  

Treasury Bond Exchange-traded Fund (TLT). The yellow

line shows gold’s daily price series from Figure 2. The  

red-green candlesticks show the daily BraveNewCoin  

Bitcoin Liquidity Index (BLX).

비트코인이 가장 짧은 랠리를 겪고 채권이 그 사이 어
딘가에 떨어지면서 금이 처음으로 바닥을 뚫고 마지막
으로 최고를 기록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말
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자산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모든 이유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 국채 및 비트코인이 주기적으로 상하가 되
는 경향은 위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이 안
전한 자산 자산의 상단에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을 보여줍니다.

취해야 할 조치
암호 화폐 시장이 중요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내 추천

은 당신이 비트코인을 한번 더 보는 것입니다.

초기 구매 19.4.26 ($ 5,217.25)와 후속 구매
19.8.7 ($ 11,901.45), 19.8.30 ($ 9,584.37) 및
19.10.2 ($ 8,266.70)와 함께 정기적으로 구매 목록
에 Bitcoin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호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9,000달러 미만으로 구

매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7,200달러 근

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하거나 포지션에

추가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결국, 2020년이 안전한 투자처를 위한 또 다른 좋은

해를 가져 온다면, 현재 레벨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By Tony Sagami

우리가 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글로벌 트렌드 중 하
나는 중국 소비자의 중간 분류입니다. “Made IN
China” 대신 트렌드는 “Made FOR China”입니다.
BABA는 증가하는 중국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가
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0일 동안 아마존 구독 매출

495억 달러(주로 Amazon Prime 멤버쉽 요금)로

2019년 12월 6일 전년 대비 35% 증가 및 2019년

18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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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eMarketer는 2020년에 미국인의 50%

가 Amazon Prime 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Amazon의 구독 매출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상합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DOCU는 지난 달 새로운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2월에 다시 예상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고하였습니다. DOCU는 2억 4,950만

달러의 매출(예상 9.1백만 달러)과 주당 11센트의 수

익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DOCU는 다음 분기에 2억 6,600만 달러

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억 6,070만 건

의 컨센서스 전망보다 훨씬 높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풋볼 팬이라면 Super Bowl 동안

Facebook 광고 를 계 속 주시 하시 기 바 랍니 다 .

Facebook의 광고 성과는 Facebook의 성공을 측정하

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대

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Facebook은 분기마다 무료 현금 흐

름의 약 20%를 사용하며, 가장 최근에 13억 달러에 달

했습니다.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IBM): Red

Hat 인수가 완료되면 IBM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IBM은 현재 시장 점유율에서 6%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Red Hat은 전년 대비 3분기 매출을 19% 증가

시켰으며 IBM의 11% 클라우드 성장과 결합하면 미래

는 매우 밝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JPMorgan보다 더 나은
은행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익이 10% 증가하
여 Citigroup, Wells Fargo 및 Bank of America의
결과를 넘어섰습니다.

JPM은 1월 31일에 주당 90센트의 배당금을 1월
6일 현재 주주에게 지불할 것입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립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만 온라인

쇼핑 고객 지출이 42억 달러로 작년 대비 14.5% 증가

했습니다. Adobe Analytics, 2019년 온라인 휴가 쇼

핑 매출은 1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합

니다.

매 분기 주식을 다시 구매합니다. 낮은 주식 유통량은

주당 더 높은 수입과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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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마존은 이러한 온라인 구매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승자는 신용 카드 프

로세서, Visa 및 Mastercard가 될 것입니다. 계속 보

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정부의 폐쇄를

막기 위해 최후 1.4조 달러의 지출 법안을 통과 시켰습

니다. 738억 달러의 군사 지출. 머큐리 시스템을 포함

한 모든 국방 계약 업체의 귀에 들어갑니다. 계속 보유

하시기 바랍니다.

Microsoft의 HoloLens에 대

해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곧 나올 것입니다.

HoloLens는 홀로그램 유형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투사

하고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증강

현실 헤드셋의 더 나은 버전입니다.

월가가 저지른 실수는 HoloLens가 단지 게임 장치라

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치는 비즈

니스 세계에 있습니다. HoloLens와 함께 ...

• 동료가 세계 어디에있든지 상관 없이 동료가 만든홀로

그램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증강된 사무실 공간에

서걸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공동 작업합니다.

핸즈프리 화상 통화, 이미지 공유 및 혼합 현실 주석을

통해 차세대 프로젝트에서보다 쉽게 협력할 수 있습니

다.

•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 : HoloLens는 Office

365 서비스와 같은 Microsoft Apps에 대한 액세스와

지능형 보조Cortana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HoloLens는 11월에 3,500달러에 판매를 시작했으

며 MSFT의 다음 하드웨어 홈런이 될 수 있습니다. 계

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NVDA 매출의 약 20%가 중국에서

발생하지만 그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NVDA는 인공 지능 또는 AI 칩을 중국 기업들에게 제

공하기 위해 3개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Didi ChuxingTechnology Co.는 중국의 우버 (Uber)와

동일한 차량공유 기능입니다.

• Alibaba는 NVDA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 고객에게 쇼핑

권장 사항을 목표로 합니다.

• 검색엔진의대기업인Baidu는이기술을사용하여고객

으로부터 더많은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이번 달 NVDA 주식을 2년 최고치로 올렸

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마 스터 카 드와 마 찬가 지 로
Square의 이익의 핵심은 Square가 처리하는 트랜잭
션의 달러 가치입니다. 3분기에 총지출 분량 (처리된
총 지불액)은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포함한 4분기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계
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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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RecoDate $Cost
Current Quote ($)  
as of12/31/19 Total %Gain

CryptoPositions

Cardano(ADA/USD)** 9/12/18 $0.05368758 $0.03357426 -37.5%

EOS(EOS/USD) 9/12/18 $5.39210000 $2.60484600 -51.7%

Holo(XHOT/USD) 11/19/18 $0.00060100 $0.00062830 4.5%

Bitcoin (BTC/USD)* 4/26/19 $8,742.44 $7,220.57 -17.4%

Fantom(FTM/USD) 8/7/19 $0.02205500 $0.01055526 -52.1%

Ethereum(ETH/USD) 8/7/19 $224.51 $131.02 -41.6%

Tezos (XYZ) 11/27/19 $1.25753900 $1.37009500 9.0%

StockPositions

Square(SQ) 7/27/18 $69.85 $62.56 -10.4%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BLOK) 9/13/18 $19.97 $18.75 -3.0%

Nvidia (NVDA) 10/19/18 $229.17 $235.30 3.2%

DocuSign(DOCU) 12/28/18 $40.50 $74.11 83.0%

Mastercard(MA) 1/18/19 $202.00 $298.59 48.4%

IBM(IBM) 2/22/19 $139.25 $134.04 -0.3%

JPMorgan Chase(JPM) 3/15/19 $99.76 $139.40 42.7%

Overstock.com(OSTK) 4/26/19 $13.07 $7.05 -46.1%

Facebook(FB) 7/12/19 $204.87 $205.25 0.2%

U.S. Global Investors (GROW) 8/7/19 $1.96 Sold 11/27 (-24.3%)

Amazon.com(AMZN) 8/30/19 $1,776.29 $1,847.84 4.0%

Microsoft Corp.(MSFT) 10/2/19 $134.65 $157.70 17.5%

Mercury Systems(MRCY) 11/1/19 $74.60 $69.11 -7.4%

Alibaba(BABA) 11/27/19 $200.82 $212.10 5.6%

Walt Disney Co.(DIS) 1/3/20 - Buy 5%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