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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NYSE)가가가가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미국증권거래소미국증권거래소미국증권거래소미국증권거래소 

 
 
 
 
 
 
 
 
 
 
 
 
NYSE는는는는 전세계에서전세계에서전세계에서전세계에서 가가가가
장장장장 큰큰큰큰 증권시장증권시장증권시장증권시장 

 
 
 
 
 
AMEX는는는는 옵션거래의옵션거래의옵션거래의옵션거래의 중중중중
심지심지심지심지 

 

 최근 국내증권사를 통해서도 미국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
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국경을 초월한 주식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국내 투자가들에게도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중요한 변수이다. 따
라서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간단한 상식과 거래소, 주가지수의 종류 등에 대
해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의 금융 중심지인 Wall Street은 1700년대에 본래 가죽, 총기류, 담
배 등 상품이 거래되던 지역이었으나 1789년 미의회가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8 천만달러 어치의 정부채를 발행하면서 금융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이후 미연방은행의 주식 발행과 아울러 정부채 발행이 증가하였
고 이에 따른 조직화된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1792년 5월 17일 채
권과 주식을 중개하던 24명의 브로커들이 모여 그들만의 거래와 커미션을 확
보하기 위해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장을 미국에서는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 뉴욕증권거래소)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후 1817년 3월에
는 공식화된 거래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였고, 1863 년에는 뉴욕시 Wall Street 
11번가에 거래소가 탄생하였다. 1800년대 후반에는 금광 개발과 함께 광산과 
철도 주식들이 발행되었고 시장이 점차 커가면서 각기 필요에 따라  
American Stock Exchange (AMEX)와 Over – the- Counter Market (OTC) 등이 형성
되었다.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 뉴욕증권거래소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
장으로 3,000명 정도의 인원이 3,000개가 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16조달러 가량으로 전체 미국내 주
식가치의 80% 정도 된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기업들중 3분의 2가 넘
는 기업들은 최근 12 년내에 등록되었고, 최근에는 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나라 기업들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American Stock Exchange (AMEX) : 미국증권거래소는 두 번째 거래소로 알려
지고 있으며 역시 미국내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어떤 
주식도 뉴욕증권거래소와 미국증권거래소에 동시에 등록될 수 없다. 미국증
권거래소도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 멤버들의 자격요건은 뉴욕증권
거래소와 구별된다. 이 거래소에서는 특히 1,000 개가 넘는 기업의 개별주식 
옵션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세계 2대 옵션거래소 중 하나임을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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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가격자동가격자동가격자동가격 형성형성형성형성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 나스닥나스닥나스닥나스닥 시장은시장은시장은시장은 
최근들어최근들어최근들어최근들어 급성장급성장급성장급성장 

 

 있다. 또한 이 거래소는 인덱스펀드의 선봉처 이기도 하다. 

 
Over – The – Counter (Nasdaq) : 우리가 흔히 나스닥 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
은 거래소라기 보다는 OTC market 이 발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 시장
은 우리나라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스닥(Nasdaq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
장은 1971년 2월 5일 미국의 OTC(over-the-counter market)에서 거래되던 2,500
개사 이상의 종목을 자동가격 형성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탄생하였다. 나스닥
시장은 기업의 자본규모 및 주식거래 비중에 따라 Nasdaq National 
Market(NNM)과 Nasdaq SmallCap Market(SCM)으로 구분되어 있다. 2000년 12
월말 현재 NNM에는 3,827개의 비교적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SCM에는 907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다. NNM에 
포함된 기업들의 시장규모나 시가총액은 나스닥 시장 전체의 95%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2000년 나스닥시장의 주식거래량은 4,428억주를 기록해 2,625억
주가 거래된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5,000개 이상을 유
지해 오던 나스닥 등록기업 수는 1999년에 4,829개, 2000년에는 4,734개로 점
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평균 거래건수와 거래량은 1999 년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나스닥 시장의 거래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규 거래시간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다. 정규 거래시
간이 끝나면 시간외 거래시간이 오후 4 시부터 6 시 30 분까지 이어진다. 이 
시간에는 우리시장과는 달리 개별주식의 가격변동이 가능하다. 그 밖에는 국
제거래시간이 동부시간 오전 3 시 30 분부터 오전 9 시까지 있다. 또한 마켓 
메이커들에 대한 주문, 중재 및 결재를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SelectNet 개장
전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있다. 나스닥시장의 운영은 ‘The 
Nasdaq Stock Market, Inc.’에서 하고 있다. 이는 NSAD의 자회사로서 나스닥의 
운영 및 유지발전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규제정책, 상장 및 유지요 

 
NASDAQ시장과시장과시장과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 비교비교비교비교 

Nasdaq NYSE

2000년 12월 2000년 12월

주식수(000) 44,948,715            24,175,307            

거래량(000) 442,752,966          262,477,705          

거래대금(000) $1,422,082,570 $909,271,300

시가총액(000) $3,597,085,872 $12,372,300,000

등록기업수 4,734                    2,862                    

종목수 5,053                    3,522                     

(자료 : Nasdaq Stock Marke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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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외외외외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특성을특성을특성을특성을 살살살살
린린린린 5개개개개 지역지역지역지역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  

 
 
 
 
각각각각 거래소에서거래소에서거래소에서거래소에서 편입된편입된편입된편입된 종종종종
목들로목들로목들로목들로 구성된구성된구성된구성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주주주주
가지수가지수가지수가지수  

 
 
 
 
 
DJIA는는는는 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대표지수대표지수대표지수대표지수 

 
 
 
 
 
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 기술주기술주기술주기술주 중심의중심의중심의중심의

NASDAQ 지수지수지수지수 

 건 등을 입안한다. NSDA(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는 1939년에 설
립된 증권업계의 자율 규제기관으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의 기업등록 요건은 나름대로 엄격하고 복잡한 조건들을 갖추
어야 하지만 뉴욕증권거래소(NYSE) 보다는 덜 까다롭다. 또한 나스닥시장은 
미국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상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셔날 마켓과 스몰갭 마켓 중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
을 만족시켜야 한다. 

 
Regional Stock Exchanges : 위의 3개 시장 외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
은 보스톤 증권거래소 (1834), 시카고 증권거래소 (1882), 신시내티 증권거래소 
(1885), 퍼시픽 증권거래소 (1882),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 (1790) 등 다섯 거
래소가 있다. 이들 거래소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활발히 거래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의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가지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각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위의 3개 대표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예를 들어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이 대부분 이지만 최근에는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S&P 500지수에도 뉴욕증권거래소
의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나스닥시장 뿐 아니라 미국증권거래소 종목도 2
개나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DJIA (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경제전반에 
걸친 30 개 대형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는 단순가격평균 방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표 경제신문인 Wall Street Journal 에서 집계하
며 편입과 제외 등을 관리하고 있다. 지수 집계는 주식분할과 교환 등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매일 장마감 후에 하고 있다. 이 지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을 대표하고 있다. 

 
  NASDAQ Composite Index :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는 5,000 개 가량의 보통주를 가중평균 하여 나타낸 지수로서 다른 주가지
수에 비해 광범위한 편이다. 나스닥 종합지수에 포함된 모든 주식들은 기업의 
주요 수입원을 기준으로 미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된 8 개의 나스닥 부
문지수로 나뉘어 진다. 산업별 지수는 나스닥 은행지수, 보험지수, 기타금융지
수, 운송지수, 산업지수, 정보통신지수, 컴퓨터지수, 생명공학지수가 있다. 또
한 나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나스닥 100 지수가 있다. 이는 나스닥시
장에 등록되어 있는 비금융권 업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100개의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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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전체시장전체시장전체시장전체 동향동향동향동향 파악이파악이파악이파악이 쉬쉬쉬쉬
운운운운 S&P 500 지수지수지수지수 
 
 
 
 
 
 
 
 
 
 
 
미국내미국내미국내미국내 전체주식의전체주식의전체주식의전체주식의 70% 
차지차지차지차지 

 
 
 

 구성되어 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이어야 하고 나스닥 또는 다른 증권거래소에 최소한 2년간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시장가치 기준으로 상위 25% 안에 들 경우에는 등록 기간
이 1년인 기업도 가능하다. . 이 밖에 나스닥을 대표하는 지수로는 내셔날 마
켓에 등록된 100대 금융회사로 구성된 나스닥 금융 100 지수와 스몰캡 마켓
을 제외한 나스닥 내셔날 종합지수가 있다. 

 
 

NASDAQ 100지수지수지수지수 상위상위상위상위 10개사개사개사개사 

 
Rank Ticker Company 비중(%)

1 CSCO Cisco Systems,Inc. 6.35
2 MSFT Microsoft Corporation 5.15
3 QCOM QUALCOMM Imcorporated 4.8
4 INTC Intel Corporation 4.58
5 ORCL Oracle Corporation 4.39
6 SUNW Sun Microsystems,Inc. 2.55
7 JDSU JDS Uniphase Corporation 2.52
8 VRTS VERITAS Software Corporation 2.26
9 SEBL Siebel Systems,Inc. 2.2
10 AMGN Amgen Inc. 1.99  

(자료 : Nasdaq Stock Market, Inc.) 
 
 

Standard & Poor’s 500 Index : 1957 년에 도입된 S&P 500 지수는 현재 
DJIA(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지수와 함께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주가
지수로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Standard & Poor’s가 집계하고 있다. 이 지
수는 단수평균 방식인 Dow지수와는 달리 우리나라 KOSPI지수와 동일한 시
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전체의 동향파악이 Dow지수 보다
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 개 기업의 주식은 
2001년 현재 NYSE(New York Stock Exchange)에서 427종목, NASDAQ시장에
서 71종목, AMEX(American Stock Exchange)에서 2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대부
분 기업들의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정보통신 및 기술
주의 발달로 NASDAQ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
세에 있다. 1997년 S&P 500 지수 편입종목 중 NASDAQ 시장에서 거래되던 
기업의 수가 36개에 불과 했으나 2001년에는 71개로 증가하였다.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의 규모, 유동성, 산업그룹 내의 대표성 등이 반영
되어 선정된 500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00개 종목은 대략 미국내 
전체 주식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수는 현재 미국내 머니매
니저와 연금관리 스폰서들 중 97%가 활용하고 있어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수에 포함된 500개 주식의 전체 시가총액은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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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금융금융금융금융,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 
등등등등10개개개개 섹터로섹터로섹터로섹터로 분류분류분류분류 

 
 
 
 
 
 
 
 
 
중형주를중형주를중형주를중형주를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하는하는하는하는 
MidCap 400과과과과 소형주를소형주를소형주를소형주를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하는하는하는하는 SmallCap 

600 
 
 
 
 
 
 
 
 
 
 
 
 
 
 
 
 
Russell 2000은은은은 소형주를소형주를소형주를소형주를 
대표대표대표대표 
 

 2 월 현재 약 11 조달러 가량 되고 있어 그 규모 면에서도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500개 종목의 평균 주가는 39달러 정도 이고 주당순이익은 24.38배 수
준에 있다.  

 
S&P 500 지수 편입종목은 과거 4개 섹터로 분류 되었으나 현재는 10개의 
섹터로 분류되고 있다. 1999 년 8 월 2 일 Standard & Poor’s 와 MSCI(Morgan 
Stanley Consumer Index)는 공동으로 새로운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를 기초로 하여 10 개의 섹터를 분류하였다. 이는 전세계에 있는 금
융전문가들의 투자 연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S&P 500 지수는 이 분
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
은 10 개 섹터인 Consumer Discretionary, Consumer Staples, Energy, Financials, 

Health Care, Industrials, Information Technology, Materials, Telecommunication 
Services, Utilities 안에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또 기업의 주수입원에 따라23
개의 산업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S&P 500 지수와 관련된 지수들로는 중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S&P MidCap 

400과 소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S&P SmallCap 600이 있다. 또한 이 둘과 S&P 
500을 합쳐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87%를 대표하는 S&P Super Composite 1500 
지수가 있다. 그 밖에 대형 불루칩 100 개 종목으로 구성된 S&P 100 지수와 
주가순자산 비율을 기초로 나눈 S&P/Barra Growth and Value Indices, 미국 부동
산 투자신탁 회사와 관련된 S&P REIT Composite 지수가 있다. 

 
S&P 500 지수지수지수지수 시가총액시가총액시가총액시가총액 상위상위상위상위 10개사개사개사개사 

 
회사명 순위 시가총액 비중 누적비중

Genl Electric 1 $460,759,000,000 4.18% 4.18%
Microsoft Corp 2 $314,608,000,000 2.85% 7.03%
Pfizer, Inc 3 $283,907,000,000 2.57% 9.60%
Exxon Mobil 4 $281,745,000,000 2.55% 12.15%
Citigroup Inc 5 $276,752,000,000 2.51% 14.66%
Wal-Mart Stores 6 $223,735,000,000 2.03% 16.69%
Intel Corp 7 $192,209,000,000 1.74% 18.43%
AOL Time Warner 8 $190,528,000,000 1.73% 20.15%
Amer Intl Group 9 $190,409,000,000 1.73% 21.88%
Merck & Co 10 $184,952,000,000 1.68% 23.56%  

(자료 : Standard & Poor’s ) 
 

Russell Indexes : 러쎌지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분류 집계된다. 예를 들
어 러쎌 3000 지수에는 전체시장의 시가총액 98% 가 포함된다. 러쎌 1000지
수에는 대형주들이 포함되고, 러쎌 2000지수에는 소형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러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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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hire 지수는지수는지수는지수는 미국내미국내미국내미국내 
모든모든모든모든 주식주식주식주식 대상대상대상대상 

 
 
 
 

 지수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Wilshire 5000 Index : 월셔 5000지수는 미국내 문자적인 정보가 가능한 모든 
주식들을 포함한다. 이 지수는 또한 750개의 대형주와 그 다음 1,750개 그리
고 나머지 종목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월셔 5000 지수는 현재 시장의 방향
을 예측하는 미연준의 정책 결정자와 시장전략가들이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
하고 있다. 

 
Industry Index : 산업지수는 자동차, 항공기, 금융, 기술 등 특정 산업과 관
련되어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Europe, Australia, and Far East (EAFA) Index : 이 지수는 20개의 유럽 및 태
평양 연안국들의 보통주 샘플로 집계한다. 또한 이 지수는 해외시장 전체의 
상황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