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Salesforce.com, Amgen, Honeywell International
종목,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지수에 편입 예정
2020년 8월 24일, 뉴욕: S&P 다우존스 지수는 8월 31일 월요일 개장에 앞서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지수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Salesforce.com (NYSE:CRM) 종목이 Exxon Mobil Corp. (NYSE:XOM) 종목을, Amgen Inc.
(NASD:AMGN) 종목이 Pfizer Inc. (NYSE:PFE) 종목을, Honeywell International Inc. (NYSE:HON)
종목이 Raytheon Technologies Corp. (NYSE:RTX) 종목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 변화는 DJIA 구성종목인 Apple Inc. (NASD:AAPL)이 주식을 4:1로 분할하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식분할로 인해 세계산업분류기준(GICS) 정보기술(IT) 업종의 지수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수 변화로 비중 감소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기업들의 중복 편입을 없애고
미국경제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을 추가하여 지수를 다각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alesforce.com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고객관리에 중점을 둔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Amgen은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간치료법을 발굴, 개발, 제조, 제공하는
바이오테크 업체입니다.
Honeywell International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항공우주 제품 및 서비스, 건물
및 산업용 제어기술, 성능 재료 등을 포함한 산업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교체는 지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종목이 속한 거래소에서 주가를 기반으로
지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제수는 2020년 8월 31일 개장 이전에 변경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수가 측정하게 되는 미국 주식시장 일부분이 왜곡되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새로운
제수는 2020년 8월 28일 금요일부터 S&P 다우존스 지수 FTP(EDX)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일일
지수수준 파일(*.SD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력 발생일 개장 이전에 발생할 변경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효력 발생일
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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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www.spdji.com)를 방문하면 S&P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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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지수에 기초한 상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1884년 Charles Dow가 첫 번째 지수를 개발한 이후 S&P DJI는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지수를 혁신하고 개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시장을 측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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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S&P 다우존스 지수
index_services@spglobal.com
미디어 문의
spdji.comms@sp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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