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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물건들은 점점 낡
아가고있다.The New 뉴
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 전체 인구의 약 95%
에 달하는 3억 16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종의
“감금” 상태에 놓여 있
다. 나는 이런 조치의 필
요성을 이해하고 있지
만 현 상황이 너무도 갑
갑하다.

나처럼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있다.

단순히 집에 틀어박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아끼는 사람도 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
의 경제적인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여전
히 급여를 받는 동안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
고있다.

그럴 만도 하다. 지난 8주 동안 거의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직 일자리를 가
지고있는사람들 중 25%는일자리를잃게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대비한
자금을마련하는것은현명한일이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안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조차도 돈을 저축하고 있다. 사실, 모두들 지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
마도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사태는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이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우리 모두 부모, 조
부모, 이웃 등 대공황을 겪었거나 그 당시의 이
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한
경험은 저축하는 정신을 심어주었다. 부족함으
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저축에 대
한강박관념이생겼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일어날 수도 있
는 일이다. 워싱턴 서부의 채소 재배 농민이었
던 아버지는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가지고계셨다.

위기속떠오르는비밀스러운‘핀테크’ 슈퍼히어로
미국인들의행동방식변화에따른성장전망주식

글 = 토니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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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 “밝
은 면”을 찾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며, 그것은
새로운 소비자 패러다임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
한다.

내 입장에서, 집에 머물면서 얻는 이점 중 하
나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달
넘도록 자동차에 휘발유를 한 번도 넣지 않았
고, 체육관 회비를 내지 않았으며, 데이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내 예금 계좌는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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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만 해도 그의 모든 견과류, 볼트, 파이프 부
품, 호스, 그리고 수천 개의 다른 물건들이 내게
는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렇지만나는 그가무언
가를 고쳐야 할 때마다, 그 창고에서 해결책을
찾곤하는것을보아왔다.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지금 우리는 레이건 정부
첫해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현금을 비축하고 있
을만큼경제상황에긴장하고있다.

심지어 밀레니얼 세대인 내 두 아이는 돈에 대
해더욱똑똑해졌다.

이번 위기의 “밝은 면”의 의미가 이것이다. 미
국의 저축률은 2월 8%에서 3월 13.1%로 껑충 뛰
었다. 이로 인해 보유 달러는 2조17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은행 예금, 미 국채 등의
수익률이거의없어졌다.

이처럼 0%의수익률에도미국인들은목숨이달
린것처럼돈을저축하고있다.

그렇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인들이
5년 연속 저축을 늘린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들은저축을멈췄다.

내예감은그러한저축에대한압박이다시오
랫동안지속될것이라는것이다. 이미우리의저
축방식에근본적인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
다.

고려할 점은 미국인들이 지금 그 저축을 주식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월과 3
월을 지나며 그들은여분의 돈을 저축계좌에 밀
어넣고있다.

기본적으로 재정적 책임감이란 언제나 긍정적
인 것이다.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결과로 지역 은행들과 크레딧 유니언들이 번
창할전망이다.

이번 달에 나는 몇 년 간의 저축률 상승 속에서
가장 큰 승자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추천하려고
한다.

잭핸리빛을발할시간
글: 토니사가미

두 가지 주요 트렌드즉 친숙하고 신선한 것이 은
행산업을변화시키고있다.

온라인 뱅킹으로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는그것을영구적으로만들수도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인들은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돈을 저축하고 있다. 사람들은 은행과 크
레딧유니언에돈을쏟아붓고있다.

여기서, 많은 소규모 은행들과 크레딧 유니언들
이업무를 디지털화 할수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
사이야기를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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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는 잭 헨리(Jack Henry & Associates)
(나스닥: JKHY,등급 "B")이다.

당신이모르는잭헨리
당신은 "잭 헨리"라는 이름을 모를 수도 있다.
투자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금융
과 기술이 합쳐진 "핀테크"라는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 이는 금융 서비스 산업을 향상시키거나
자동화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그것은 잭 헨리와 제리 홀이 1977년 시작한 사
업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엔진 수리점, 대여 컴
퓨터를가진한명의고객등을위해일했다.

사업 시작 첫 해에 그들은 9360달러를 벌어들
였다. 그러나 잭과 제리는 그들의 소프트웨어가
소규모 은행가들의 업무를 복잡한 서류작업으
로부터자동화시켰다는것을알고있었다.

2년 만에 매출이 11만5000달러까지 치솟았다.
1985년, 8년 만에 자동차 기름냄새가 풍기는 창
고 사무실에서 벗어났다. 성공적인 사업은 기업
공개로 이어졌고, 이 자금을 소규모 지역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제품군개발에투자했다.

잭 헨리는 그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NYSE:
BAC, 등급 "C")와 JP모건 체이스(NYSE: JPM,
등급 "C") 등과 경쟁하도록 돕는다. 아마도 소규
모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은 잭 헨리의 백오피스
서비스가 없으면 폐업할 것이다. 그래서 1만
1000곳 이상이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고있다.

잭헨리를매수할

네가지이유

지역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은 새로운 디지털 시
대에경쟁할인적또는실제자본을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잭 헨리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없
으면살아남을수없었다.

잭 헨리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이고 현대
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여기
에는 온라인 결제 처리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서수표를입금하고, 심지어음성명령으로돈을
송금하는기능도포함된다.

이 앱들은 은행들이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은행들은잭헨리를 사랑한다. 왜냐하
면 그회사는 그들이 대유행 이후살아남고 자신
의 위치를확고히 하는데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다.

모바일 금융, 은행, 보험 앱의 소비자 이용률이
2019년에 71%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뱅킹은 "있으면 좋은 것"
에서 "없으면살수없는것"으로바뀌었다.

이유2: 작은 은행의 큰 사업. 당신은 잭 헨리보
다 더 일관된 성장 궤적을 가진 회사를 찾기 힘
들 것이다. 이 회사는 2007년 5억 9100만 달러
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에는 15억 5천만 달러
로성장했다.

COVID-19조차도 잭 헨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없었다. 2020년 1분기 매출이 4억2940만 달러
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주당 이익은
96센트로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이제 미국인들이 더많은돈을저축하며 달러를
은행들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잭 헨리는 더
빠른성장과더많은이익이예상된다.

지난 3월까지 올해 3개월 동안 잭 헨리는 19개
의 직불처리고객을새로추가해서 온라인뱅킹
플랫폼 총 고객 수가 214개가 됐고, 결제 처리
플랫폼에도 45개의고객을추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것
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조사에 따르
면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의 82%가 향후 3~5년
안에 외부 핀테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잭 헨리는 그 중 많은 부분을 얻을 것
이다.

이유 1-: 첨단 기술만이 살 길. 우리 아버지들은
오늘날의 인터넷 뱅킹을 몰랐다. 은행 산업은 인
터넷 기반 서비스, MBA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들이 있는 실리콘 밸리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에
의해변화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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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3: 넘보기 힘든 경쟁력. 잭 헨리의성공비
결중하나는사업의집중성이다.

미주리주 모넷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로 중
서부 지역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을 대상으로 확
장해가고있다.

잭 헨리는 고객들에게 문화적, 지리적 이점 제
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은행 고객들도 이를
인정하고있다. 왜냐하면그들은핵심업무를위
한 IT 백오피스 전환에엄청난비용이든다는것
을알고있기때문이다.

일단 은행이 잭 헨리를 핵심 업무 처리 제공자
로 고용하면, 잭 헨리는 온라인 뱅킹, 웹 청구서
지불과같은추가서비스를판매한다. 잭헨리가
은행에더많은서비스를제공할수록, 그관계는
더깊어진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고객과 구축된 관계를 ‘진
입장벽’이라고부르는데, 나는그것을경쟁자들
이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성 둘레의 엄청나게 넓
은호수라고생각한다.

이유4: 모두가 좋아하는 배당금. 잭 헨리는 연
간 1.72달러의 배당금을 지불하는데, 이는 0.9%
의배당수익률이다. 이는별것아닌것처럼들릴
수도 있지만 현금 배당액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
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잭 헨리는 16년 연속 배당금을 평균 11.5%씩
늘렸다. 다음 분기 배당금은 6월 중순에 지급될
것이다.

지역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은 상품의 현대화
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이 잭
헨리가지난세월동안성장해온이유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뱅킹으로의 전환과 증
가하는 저축률의 결합은 JKHY를 세인트루이스
의게이트웨이아치만큼상승시킬것이다.

Here’s what to do:
이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5%를 이용해 시장
에서 잭 헨리(나스닥: JKHY, 등급 "B")를 사
도록 하라.

신통화정책시대에다시
찾아온비트코인반감기
글: 후안빌라베르데

토니가 이번 달 WCI에서 지적한 것처럼 4월
봉쇄조치는 5월에 더 큰 경제적 파괴를 초래했
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경우 2020년 5월의 모든
관심은 비트코인(BTC. ‘A-‘ 등급) 3차 반감기에
쏠렸다. 이번 이벤트는 총 2100만개로 정해진
비트코인의 공급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적경화를향한또하나의행보다.

매 10분마다제공되는블록보상은5월 11일기
준12.5에서 6.25로 감소했다. 아래 나오는 글은
지난달 반감기 이후채굴된첫번째비트코인 블
록에기록된메시지다:

뉴욕타임스 2020년 4월 9일. 연준의 2
조3000억달러주입계획은 2008년금융
위기구제규모를넘어선다.

잭 헨리는 16년 연속 배당금을 평균 11.5%씩 늘
렸다. 다음 분기 배당금은 6월 중순에 지급될 것
이다. 지역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은 상품의 현대
화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이 잭
헨리가지난세월동안성장해온이유다.

이글은사토시나카모토가 2009년최초로만들어
진비트코인블록에적었던말에대한충분한힌트
가된다. 

더타임스 2009년 1월 3일. 2차 은행 구
제금융을목전에둔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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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이상 지났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할 이유는 하루 하루 더 커지
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중앙은행들은
“무제한양적완화”의가속페달을계속밟고있다.

우리는 트레이더들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향 움직임을
목격했다. 비트코인은 이전 두 차례 반감기 이후와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내 견고한 지지세를 발견했다.
이제는 강력한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
서는잠시후이야기할것이다.

먼저 전설적 트레이더이자 포브스 선정 400명의
억만장자 가운데 하나인 폴 튜터 존스(PTJ)가 돈을
찍어냄으로써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한 것과
관련해몇가지생각을공유하고싶다.

양적완화에미친세상에서의
‘양적강화’

이제는 모두가 알겠지만 반감기는 새로 만들어지
는 비트코인이 50% 줄어드는 것을 가리킨다. 반감
기는 4년마다 찾아온다. 이 과정을 ‘양적경화’로 생
각하면 된다. 궁극적으로 공급이 한도에 도달할 때
까지 신규 공급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는 전세계 통화 정책결정자들이 하는 일과 정
반대다. 가장 주목 받는 인사인 제롬 파월 연준 의
장을 포함한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은 돈을 기꺼
이 ‘무한대’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부채가 많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제한 양
적완화’는 갈수록 많은 ‘스마트 머니’가 비트코인으
로 유입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마트 머니는 지
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헤징을 하고 있다.

PJT는 가장 최근 가진 투자자 브리핑을 통해 자
신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유 일부를 공유했다.
그의 브리핑 중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전통적 금융자산, 그리고 금
에 관한 평가였다.

PTJ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전통적 금융자산과 비교해 60%를 획득했다. 효율
적이고 이성적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가 총액은
전체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약 60%를 차지하게 된
다.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이는 적어도 이

18만달러가될것이라는주장
물론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금과 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태
어난 지 불과 12년 정도됐을 뿐이다. 반면 금의 역사
는거의인류역사와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의 시가총액이 약 9조
달러라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은 불과 1600억달러
정도다. 이는엄청난차이다.

주목할 대목은 점점 더 많은 전통 금융세계의 투자
자들이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발견
할수록그격차는크게줄어들것이라는점이다.

반감기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앞
으로 존재할 비트코인의 수량은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
이다.

“양적완화 시대의 양적경화”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나에게 제기될 유일한 실질적 질문은 “비트코인이
얼마나높이움직일것인가”라고해야할것같다.

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720배 상승할 것으로는 예
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40배 상승이 기본 시나
리오도아니다.

비트코인이금이갖고있는안전자산명성의 1/3만
차지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수준에서 20배 오른
약 18만달러를 가정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비트코인
이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게 요점이다. 그리고 폴 튜더 존스 같은 인
사들이 합류하면서 그렇게 되는 시점은 늦춰지기 보
다는앞당겨질것이다.

가격움직임에대해

론상비트코인의시가총액이지금수준보다약 720
배늘어나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는 또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해 66%를 얻었다
고 말했다. 효율적이고 이성적 시장이라고 가정
할 경우 이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약
66%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
트코인의시가총액은지금금의 1/60에불과하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
다약 40배상승해야한다.

당분간 우리의 모델은 비트코인 3차 반감기에 맞
춰 또는 그 무렵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뒤 단기
하락을 예상해왔다. 간단히 말하면 암호화퍠 자산
은 지금 과매수 상태다. 우리가 5월에 암호화폐 비
중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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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을발휘하는것이현명하다.

우리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조정이 끝나면 바
로 우리는 다시 암호화폐 자산에 올라 탈 것이
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18만달러를 향한 다
음 번 폭발적 상승장을 달리게 될 것이다. 하지
만 3월 13일 이후 랠리에서 생겨난 거품은 일
부 더 꺼져야 한다.

일단 지금은 모든 암호화폐 포지션을 유지하
라. 그리고 더 나은 매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에는 토니가 주식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주식포트폴리오업데이트
By Tony Sagami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NYSE: BABA. ‘B-’등
급): 우리는 아마존(아마존 웹 서비스)과 마이
크로소프트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클라우
드 스토리지 부문 매출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
러나 중국의 클라우드 저장 시장을 지배하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아
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클라우
드 비즈니스를 빼앗을 가능성 때문에 단 1분이
라도 잠을 설칠 이유가 없다. 중국 정부는 서방
기업들이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
게 막을 것이다. 클라우드는 아주 큰 사업이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거의
전부 차지하고 있다. 계속 보유하라.

아마존(나스닥: AMZN. 등급 ‘C+’): 아마존은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이상적 입지를 차지한
기업일 수 있다. 아마존은 코로나바이러스 팬
데믹을 헤치고 항해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
인다. 맞다. 아마존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발발 이후 놀라운 사업 실적을 올리며 1분기
755억달러의 매출을 거뒀다. 동시에 아마존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부문은 미친 듯한 성장
세를 보여준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3월 31일 끝난 1분
기 매출은 102억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
다.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AWS는 잭의 콩
나무처럼 성장해왔다. 계속 보유하라.

부즈 앨런 해밀턴(NYSE:BAH. 등급 ‘B’): 이
회사는 내가 처음 추천한 이래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5월 26일 경영진이 분기 실적을 보고
하면 이런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월가는 주당
69센트 수익을 예상한다. 그러나 BAH는 지난
4개 분기 연속 전망치를 상회하는 초과 실적을
달성했다. BAH를 계속 보유하라.

코파트(나스다: CPRT. 등급 ‘C+’): 코파트는
나의 가장 부유한 친구 중 하나와 같다. 그의
옷차림은 내 아버지 같았다. 멜빵 달린 헤어진
작업복 바지와 낡아서 올이 다 드러난 플란넬
셔츠를 입었다. 친구가 잘 살게 되기 까지는
수 십 년 걸렸다. 그러나 그는 하루 밤 사이에
엄청 부자가 됐다. 친구는 고물 처리소를 소유
했었다. 하지만 그의 비즈니스는 단순한 고물
처리소가 아니었다. 그 고물 처리소는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고급 타운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 라 욜라에 위치해 있었다.
한 돈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수천만달러를
주고 친구의 고물 처리소를 매입했다.

코파트는 수백만달러의 운영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내 친구처럼 코파트가 소유한 부
동산은 해마다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계속 보
유하라.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NYSE:CCI, ‘B’ 등급):
CCI는 보통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보고했다. 하
지만 세상의 다른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 보통은 우습게 볼 게 아니다. 회사는
전년비 5% 늘어난 1분기 매출을 보고했다.

이 회사 운영에서 나온 펀드는 주당 1.42달러
로 1년 전 대비 1센트 늘었다. 평상시라면 이
는 실망스러운 수치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기간이라는 맥락에서는 놀라운
수치로 보인다. 계속 보유하라.

월트 디즈니(NYSE: DIS. 등급 ‘D+’): 디즈니
는 두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는 방대
한 미디어 제국이고 다른 하나는 테마 파크 운
영사다. 디즈니는 문을 닫은 테마 파크로부터
는 전혀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나 미디어 사업,
특히 새로운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디즈니+가 영업한 것은
불과 6개월이지만 이미 335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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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디즈니 테마파크는 곧 재개장할 것이
다. 상하이의 테마파크는 3월 11일 문을 열었
고 개장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표가 다 팔렸다.
디즈니가 미국에서도 테마파크를 열게 되면 마
찬가지로 사람들이 몰릴까? 중국에서의 결과
를 토대로 판단하면 대답은 “예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보유하라.

도큐사인(나스닥: DOCU. 등급 ‘D’): 이달 초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타
격을 주지 않은 하나의 그룹은 “재택근무” 주
식들이다. 그리고 세계는 디지털 서명이 뉴노
멀 시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발견하
고 있다. 더 좋은 사실은 머지 않은 장래 대형
기술기업 가운데 하나가 도큐사인에 높은 가격
으로 매입 오퍼를 넣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 보유하라.

페이스북(나스닥: FB, 등급 ‘C+’): 페이스북
은 미국인들이 자택 대기 기간 중 어떻게 시간
을 보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1분기 실적을 보
고했다. 1분기 매출은 회사측 표현을 빌리면
사용자들의 “참여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18%
늘어난177억달러를 기록했다. 페이스북에 따
르면 “전세계인들은 자택에 머물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및 기관들과 연결되
기 위해 우리 상품을 이용했다.”

페이스북이 57억달러를 투자해 인도 최대 무
선전화 회사 지오(Jio)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
도 상승했다. 페이스북이 지오 주식을 매입하
고 며칠 지나서 사모업체 실버레이크 파트너스
는 페이스북이 지불한 액수에 12.5%의 프리미
엄을 얹은 가격으로 지오에 7억5000만달러 투
자했다. 페이스북은 단기간에 7억1000만달러
의 장부상 수익을 올렸다. 계속 보유하라.

머큐리 시스템스(나스닥: MRCY. 등급 ‘B-’):
이 회사는 1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한 매출과 수
익을 거뒀다. 1분기 매출 2억800만달러는 예상
치를 880만달러 상회했다. 주당 수익 0.60달러
는 전망치 컨센서스를 15% 넘어선 수치다. 앞
으로 찾아올 더 좋은 일은 연간 매출 가이던스
를 이전의 7억8500만 ~ 7억9000만달러에서 7
억8500만 ~ 7억9500만달러로 높인 것이다. 계
속 보유하라.

마이크로소프트(나스닥: MSFT. 등급 ‘A-’): 마
이크로소프트는 몇 년 전 고객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수백만 미국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을 지니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 당시 결정은 큰 보상을 안겨주
고 있다 . 1분기 매출은 전년비 15% 늘어난
350억달러로 증가했다. 매출 증가의 많은 부분
은 애져 클라우드 사업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
사업부 매출은 133억달러로 59% 늘었다.

이는 홈런이다. 하지만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이제 초기 단계일 뿐이다. 온라인 분석기관 스
터티스티아는 2022년까지 클라우드시장 규모
는 1조9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계
속 보유하라.

NVIDIA Corp.(나스닥:NVDA. 등급 ‘C+’): 이
회사는 올해 50% 넘게 상승, S&P500지수 중
최고 실적을 올린 주식 가운데 하나다. 이 회사
가 만드는 칩은 자택 대기 기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의 2개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바로 온라인 게임과 이 세상의 클라우드 스토
리지들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에 사용된다.

프롤로지스(NYSE: PLD. 등급 ‘B’): 내가 아들
의 생일 날 항상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
인 프로스티드 플레이크 박스를 보내는 것은
우리 가족들간에는 계속 이야기 되는 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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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RecoDate $Cost
Current Quote ($)  
as of05/20/20 Total %Gain

CryptoPositions
Cardano (ADA/USD)** 9/12/18 $0.05368758 $0.05642900 5.1%
EOS(EOS/USD) 9/12/18 $5.39210000 $2.60 -51.8%
Holo(XHOT/USD) 11/19/18 $0.00060100 $0.00052600 -0.1%
Bitcoin(BTC/USD)* 4/26/19 $8,629.30 $9,563.05 10.8%
Fantom(FTM/USD) 8/7/19 $0.02205500 $0.00515300 -76.6%
Ethereum(ETH/USD)*** 8/7/19 $206.04 $207.32 0.6%
Tezos(XTZ) 11/27/19 $1.25753900 $2.76 119.5%
StockPositions
Nvidia(NVDA) 10/19/18 $229.17 $358.80 56.6%
DocuSign(DOCU) 12/28/18 $40.50 $128.77 217.9%
Overstock.com(OSTK) 4/26/19 $13.07 $18.54 41.9%
Facebook(FB) 7/12/19 $204.87 $229.97 12.3%
Amazon.com(AMZN) 8/30/19 $1,776.29 $2,497.94 40.6%
Microsoft Corp.(MSFT) 10/2/19 $134.65 $185.66 38.3%
Mercury Systems(MRCY) 11/1/19 $74.60 $84.41 13.2%
Alibaba(BABA) 11/27/19 $200.82 $216.79 7.9%
Walt Disney Co.(DIS) 1/3/20 $146.48 $119.92 -17.5%
Prologis(PLD) 1/31/2020 $92.88 $87.12 -5.60%
Visa(V) 2/28/2020 $181.76 $193.86 6.80%
Copart(CPRT) 2/28/2020 $84.48 86.69 2.60%
Booz Allen Hamilton Holding Company(BAH) 4/24/2020 $75.86 $74.59 -1.67%
Jack Henry  &Associates(JKHY) 5/22/2020 - Buy 5% @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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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dano $ Cost and Total % Gain columns reflect average of initial purchase 9/12/18 ($0.06840000) and subsequent buy 11/27/19 ($0.03897516).

Disclaimer: Weiss Ratings Crypto Investor is strictly an informational publication and does not pro-vide individual, customized investment or trading advice to its subscribers.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publica-
tion is based on our ratings plus our statistical and financial data and inde-pendent research. Unlike the data available on issuers of stocks and bonds, data in the cryptocurrency world is not scrutinized by auditors,
regulators and exchanges. Although we make eve-ry effort to verify and "clean" the data we receive or collect, be aware that it can sometimes be less reliable than data we use to create our ratings on other invest-
ments, such as stocks, ETFsand mutual funds. The money you allocate to this service should be money you can afford to risk. References to examples of past performance are not intended to provide a total picture
of position results,and past resultsare no guarantee of future performance. Data date:05/20/20

그 시리얼 박스가 몬태나주 미술라에 사는 아
들에게 도착하려면 6군데의 서로 다른 창고 그
리고 하나의 장소를 더 거쳐야 한다. 매일 이
수치에 200만을 곱해 보자. 그러면 프롤로지스
가 보유한 전국의 물류용 창고 네트워크가 전
자상거래 혁명에서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
하기 시작할 것이다. 프롤로지스는 6월 15일
현재 주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6월 30일 주당
58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계속 보유하라. 

비자(NYSE:V. 등급 ‘B-’): 우리는 식당에 가지
못하고 여행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계속 미친 듯이 사용할 수 있다. 비
자의 1분기 실적은 이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 비자는 58억9000만달러의 매출에
주당 1.39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망치
1.35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비자는 상점, 은행, 소비자들이 별 노력 없이
도 상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글로벌
생태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수요는 계속 증
가하기만 할 것이다. 계속 보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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