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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
뉴욕, 2018 년 6 월 19 일: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 Inc. 나스닥:WBA) 종목이
6 월 26 일 화요일 증시 개장에 앞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의 제너럴 일렉트닉(General Electric Co.
뉴욕증권거래소:GE) 종목을 대체하게 된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896 년 DJIA 의 초창기 구성종목이었고 1907 년 이후 계속해서 지수
구성종목이었다”고 S&P 다우존스 지수의 데이비드 블리처(David Blitzer) 매니징 디렉터 겸 지수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많이 변했다. 현재는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기술 기업들이 더
유망하며, 산업재 기업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아졌다. 월그린은 처방 및 비처방약, 건강관련 서비스,
일반 제품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소매약국 체인이다. 월그린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면서 DJIA 는 미국
경제의 소비재 및 헬스케어 업종을 보다 잘 대표하게 되었다. 이번 변화로 인해 DJIA 는 경제 및
주식시장을 더욱 양호하게 측정하는 지수가 될 것이다.”
DJIA 는 가격 가중 지수이며, 30 개 구성종목들의 가격 범위가 중요하다. GE 는 낮은 주가로 인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주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에 더 의미 있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지수가 미국 시장과 경제를 더욱
양호하게 대표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일리노이주 디어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약국을 주력으로 하는 건강 및 웰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종목변경이 지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각 종목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제수는 6 월 26 일 증시 개장 이전에 변경된다. 이러한 절차는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종목 비중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종목의 지수 편입 또는 편출은 투자 의견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djaverages.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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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당사 홈페이지 www.spdji.com 를
방문하십시오.

S&P 다우존스 지수 소개
S&P 다우존스 지수는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필수적인 개념, 데이터, 리서치 부문에서 세계 최대
제공사이며, S&P 500® 지수와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지수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시장 지표를
개발한 본산입니다. 전세계 다른 어떤 지수 제공사보다도 많은 자산이 당사의 지수에 기반한 상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1884 년 Charles Dow 가 첫 번째 지수를 개발한 이후 S&P 다우존스 지수는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100 만 개 이상의 지수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을 측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S&P 다우존스지수는 S&P 글로벌(NYSE: SPGI)의 한 부문으로 개인, 기업, 정부가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www.spdji.com )를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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