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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Pt 하회시 적극 매수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되어
있던 6 월 12 일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남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수행 시 한국과 일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국내 야간선물은 24 일
318.05Pt 를 시작으로 하여 23:24 기준 313.10Pt(-1.56%)까지
하락하였다.
24 일 기준, KOSPI 지수의 12M Forward PBR 은 1.01 배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은 상황이다. 2400 Pt 하회시 적극적인 매수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섹터는 엔터/미디어 및 건설,
화장품이라고 판단한다.
엔터/미디어와 화장품의 경우 대북 이슈와 연관성이 낮으며, 모멘텀이
강력하나 그 동안 대북주에 비해 소외되어 있었다.
건설업은 단기 조정을 피할 수 없으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며
하반기 수주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과매수
국면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낙폭과대 종목에 대하여
비중확대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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