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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열의 ‘요것만’
Tail risk, 지옥행, 지옥

주말에 최근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보았다. 그런데 영어 제목은 hellbound 이다. 지옥
(명사)이 아닌 지옥행 (또는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이라는 형용사)이 더 적합한 것이다.
이미 떨어진 상태의 지옥이 아닌 지옥으로 갈 운명으로 약간 (때로는 어느정도, 때로는 제법
길게) 시간이 있는 상태이다. 지옥행을 인식하는 시점부터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
대처하는가 가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지는 못해도 (물론 마지막 그 ‘아이’는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났지만)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리고 지옥행 이전에 Tail risk 가 있다.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꼬리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위험이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친다. 2007 년부터 서서히 기미를
보이다가 2008 년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 예로 든다. 그리고 20 년 2 월 코로나 19
발생을 가장 최근의 사례가 되겠다.

지난주 금요일은 남아프리카발 신종변이 오미크론 뉴스와 코로나재확산 우려의 결합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모두 큰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무엇이든, 코로나재확산 속도가 어떻든 솔루션은 자명하다. 지옥을 경험했고 또다시 지옥행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지난 11 월 19 일자 김장열의 ‘요것만’ (욕망조절 or
Pay price)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백신 무용론 부상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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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현재 접종중인 백신의 한계이다 (엄청 급하게 긴급개발한…그래서 한계가 다분히
있을 수 밖에). 물론 그것이라도 3 차로 또 2 차 완료후 4~6 개월내에 맞으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백신반발이 무용론 대두와 함께 커질 수 있다. 둘째, 백신의 유효성/한계가
여전한 상태에서 (인정해야 한 다. 새로운 백신 보급까지) 중요한 것은 위드코로나 정책
(경제를 위한)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 인가 생각해야한다. 백신접종과 별도로 마스크 의무화와
집단 모임/여행 등의 자제가 필요하다> Tail risk 는 그러한 우려의 실체에 대한 인식과
솔루션을 준비하는 순간부터는 빠르게 (시장에서) 흡수된다. 지옥행 (Hellbound)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하거나 현실인식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의 tail risk 만 해당된다. Tail risk 를
인식했다면 행동으로 대처해야한다.

필자는 18 일자 요것만에서 22 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지수 전망을 2800~3100 제시했다.
상단을 돌파하기위한 3 가지 (누구나 생각 하는) 주요 변수로 1. 메모리반도체 가격 변동폭
(연말-연초 하락폭)이 제한적이어야 한다. 2. 3 월 대선 전망이 혼란보다 긍정적 가시성이
보여야한다. 3. 6 월 전후 미국 테이퍼링 완료 및 금 리 인상 속도 체크/반영이 필요하다. 를
제시했다.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등장 (향후 분석/전망 예의주시)과 코로나재확산세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하방압력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tail risk 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를 모른다면/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한다면 상황은 좋아지기 전 더 악화될 것이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유럽국가의 코로나재확산세 (오미크론은 별도이슈)는 크리스마스/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단기
경기진작을 우선시할 것인지 등 국가별로 정책에 대한 입장차이로 다르겠지만, 이전과 같은
수준의 lockdown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미크론 우려가 아니어도 기존 백신 효과 저하와
부스터 샷 신속 확대 어려움 (시간도/무용론 설득도 필요)으로 재확산세 (당분간) 지속 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책당국자가 현실인식 똑똑히 해야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다시 이동을 자제하면 (자발적이든 두려움이든 정책이든 간에) 수요는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계획보다 단기적으로 안 좋겠지만… FED 등의
금리인상 (테이퍼링) 속도 조절되는 효과를 유발하는 반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코로나 재확산시기에 주식시장이 5~7% 하락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기에, 그러한 경험이
반복된다면 현 주가지수가 2~3%이내 추가하락 (2900 하회)하고 업종/종목간 교체 등이
마무리되면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만약 오미크론의 확산이 (분석이
우려를 확증한다면) 속도를 높이면… 2800 선 근처를 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종목별
차별화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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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더 큰 이슈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11/26 일 베트남 확진자 1.33 만명으로 6 주만에 4 배 증가 (9/10 일 최대확진자수
1.31 만명 돌파) 소식이 더 우려스럽다. 필자가 수차례 백신의 한계 (1 여년에 만들어진.)를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위장하고 달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하기에 아래의 국가별 백신접종률과 현재 확진자수를 살펴보면, 현재
백신을 70% 넘어 80% 가까이 맞는다 해도 기존 백신접종자의 효과가 (5 개월?) 떨어지는
시점에는 위험도 높은 대상자부터 부스터 샷 접종과 외출/경제활동 자제 없이는 확진자
재확산을 근본적으로 크게 낮출 도리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대가를 더 치르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국가/접종률 (2 차완료)/ 최근 일 확진자수 만명). 미국/ 57.9%/ 5.14, 독일/
67.7%/ 6.77, 프랑스/69.4%/ 3.43, 아일랜드/ 76%/4619, 일본 76.9%/113 명, 이스라엘/
62%/453 명, 베트남/46%/1.33, 말레이시아/ 76.4%/ 5501, 태국/57.5%/ 6073. 특이한 국가는
아일랜드는 지리적으로도 영국 서쪽에 떨어진 섬나라이고 인구도 500 만명에 불과하며,
12 세이상 인구의 89%가 2 차 접종완료라는데 확진자는 한국보다 높은 4600 명. 일본은
아일랜드와 비슷한 접종률이지만 확진자수는 미미. 이스라엘은 접종률은 62%로 낮지만
7 월말부터 60 세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시작된 부스터샷 접종 률이 43%로 그린팬스와 함께
확진자수 급감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9 월 1 일 확진자 1.66 만명=>10 월 1 일
3352 명=>11 월 1 일 760 명).

한편, 필자의 포트폴리오 (지난 11 월 24 일 종가 기준에서) 업데이트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총 11 개 종목, 신규편입은 비즈니스온/월덱스, 편출은 DB 하이텍>

IT
SK 하이닉스 (10/26), *LG 이노텍, *하나머티리얼즈, 비즈니스온 (11/25), 월덱스 (11/15),
세경하이테크 (11/18)

금융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기타
*에스디바이오센서, 네오이뮨텍 (11/22), 크리스에프앤씨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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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은 당사 공식커버종목 아님
( ) 날짜는 해당종목 최근 리포트 일자

<금주의 명언>
성공의 비밀? Good judgement
올바른 판단은 어떻게 얻을수 있나? Experience
그렇다면 경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Bad judgement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
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Sector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6 단계

단기 주가 상승

Company
(기업)

중장기 주가 상승

투자의견
비율

비고

5.2%
38.0%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단기 주가 하락

0.5%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단기 주가 박스권

4.6%

등급별 비중

Attention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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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51.4%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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