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기술주 시리즈

미국FANG플러스(H)
(종목코드 314250)

세상을 바꾸는 미국 대표 기술주에 투자하는 기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리고 테슬라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기업으로 평가받는
10여 개 핵심 기술(Tech) 기업에 분산투자하세요.

주요 종목
·애플(AAPL)

·구글 알파벳(GOOG)

·테슬라(TSLA)

·Amazon(AMZN)

·Facebook(FB)

·Neflix(NFLX)

·Nvidia(NVDA)

·알리바바(BABA)

※ 자료 : 삼성자산운용, 20.11월말 기준 ※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FANG플러스(H) ETF

애플(AAPL)
기업소개
·과거 CEO였던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으로 유명한
IT기업이다. 1986년 맥킨토시를 시작으로 아이팟, 아이폰 등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는 팀 쿡 CEO가 이끌고 있다.
※ 출처 : Apple

투자포인트
·포브스 선정 2019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1위 !
·전세계 두터운 팬층의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칩 설계/디자인 능력
·맥과 아이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타블렛, 앱스토어,
디지털 컨텐츠 사업(애플뮤직, 애플TV+), 액세서리(워치),
음향기기(아이팟), 페이 사업까지 부가가치와 생태계를 창출

# 아이폰
# 스티브 잡스
# 아이패드
# 에어팟
# 애플 TV+

·AR,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
·높은 현금 보유와 낮은 부채비율, 재무적인 안정성

구글 알파벳(GOOG)
기업소개
·구글을 포함하여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구글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A부터 Z까지 채워넣으려는
목표를 가진 기업으로서, 대표 검색엔진인 구글과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삼성증권

투자포인트

# 구글링
# 래리 페이지
# 클라우드 컴퓨팅

·포브스 선정 2019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2위!

# 유튜브

·전세계 검색엔진의 압도적인 강자,
대표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동영상 플랫폼 절대강자 유튜브

# 크롬(Chrome)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등
각 사업분야에서 안정적인 성과와 성장이 기대
·알파고로 유명한 인공지능(DeepMind), 자율주행(Waymo),
생명공학(Calico) 등 미래기술에 투자 및 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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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TSLA)
기업소개
·미국의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기업으로서,
CEO인 엘론 머스크로 유명한 기업이다.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
※ 출처 : Tesla

투자포인트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 1위 전기차 판매기업
('20년 9월말 기준)
·친환경 열풍과 혁신 DNA, 전세계 자동차업계 시가 총액
1위 기업('20년 11월말 기준)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도 성장 기대
·2차 전지(배터리) 자체생산 사업화 박차, 기업 및 가정
태양광 발전 및 충전 플랫폼, 세계 최대 에너지 저장 시설
(호주) 투자 등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 중

# 전기차
# 엘론 머스크
# 2차전지
# 탄소배출권
# 청정에너지

※ 출처 : SNE 리서치통계

Amazon(AMZN)
기업소개
·1994년 제프 베조스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서, 온라인
쇼핑몰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삼성증권, 위키피디아

투자포인트
·2019년 북미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기업,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1위(아마존웹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구독(전자책, 비디오 및 음악) 서비스의 성장
·인공지능 알렉사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에코’를 통해
음성으로 아마존 컨텐츠와 쇼핑 연결 플랫폼 구축
·무인점포, 드론 배송 등 미래 쇼핑 및 유통 사업
적극 연구와 투자 / 일부 시범 서비스 운용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업, 오프라인 매장과 유통망 등
고정비용이 큰 부분에서 후발주자와 격차
※ 출처 : 유로모니터, 카날리스 '19년 12월말 기준

#
#
#
#
#

 프 베조스
제
전자상거래
알렉사(인공지능)
아마존 직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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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FB)
기업소개
·2004년 마크 주커버그와 그의 친구에 의해 설립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업으로서,
전세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였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 출처 : Facebook

투자포인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보유 기업,
2020년 1월 기준 세계 SNS 활성 계정 수 1위
·릴스 출시, 틱톡 등 신규 플랫폼과 경쟁 기대

# 주커버그
#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 왓츠앱
# 좋아요

·양호한 성장세의 광고 매출을 기반으로 페이,
쇼핑 영역에 확장 시도
·AR(오큘러스), 암호화폐(칼리브라) 인수와 투자로
미래 사업영역 확장 모색
※ 출처 : Statista

Neflix(NFLX)
기업소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비디오 테이프 및 DVD 대여 등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유료
구독자 수 1억 5천만명이 넘는 대형 OTT 기업이 되었다.
※ 출처 : Netflix, 삼성증권

투자포인트
·전세계 190여개 국가에 OTT 서비스 제공 기업
·선두주자로 각국의 콘텐츠 규제 및 파트너쉽,
글로벌 서버 구축 등 사업 기반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
·전송 최적화 기술, 사용자 추천 알고리즘 등 기술 보유
·컨텐츠 생산 등 적극 투자, 유통을 넘어선 오리지널
컨텐츠 강자로 거듭나는 중/사용자 유치 및 유지 기대

#
#
#
#
#

온라인 스트리밍
인터넷 TV
리드 헤이스팅스
다시보기
오리지널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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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NVDA)
기업소개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멀티미디어 장치 등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1993년 설립된 IT 기업이다.
비주얼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이자
그래픽카드의 핵심 칩인 GPU를 처음으로 개발한 기업이다.
※ 출처 : Nvidia, 위키피디아

투자포인트
·GPU(그래픽 카드)의 강자
·게임, 고화질동영상,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서버 등 GPU
요구 영역의 증가와 성장으로로 향후 양호한 성장세 예상
·그래픽 카드 사업은 1~3위 사업자(인텔, Nvidia, AMD)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으로 후발 주자와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

# 그래픽카드
# GPU
# 지포스
# 젠슨 황
# 반도체

·최근 출시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30 시리즈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등 인기와 기술격차를 실감
※ 출처 : Statista

알리바바(BABA)
기업소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닷컴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윈 전 회장이 1999년 창업한 IT
기업으로 유명. 알리바바 닷컴 외에도 타오바오,
알리페이, 티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미래에셋대우

투자포인트

# 온라인 쇼핑몰
# IT 대기업
# 마윈
# 알리바바 닷컴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선봉장

# 알리페이

·2009년 중국에서 가장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진출
⇢ 중국 1위 클라우드 사업자(클라우드 중심 성장 가속)

#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닷컴, 타오바오, 알리페이, 알리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관계사를 보유
·약 7억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업체
※ 출처 : 카날리스

Your Next Investment

[상품정보]
•상품명 삼성 KODEX 미국 FANG플러스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종목명 KODEX 미국FANG플러스(H)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총보수 연 0.45%(집합투자 0.39%, AP 0.02%, 신탁 0.02%, 일반사무 0.02%)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서 소개된 개별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소개는 현 시점에서 유용한 단순 참고용 예시로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해당 포트폴리오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은 환율변동 및 투자대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789호(20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