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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KOSPI



 

  

   

전기전자 -1,411.8 191.4 운수장비 -894.4 685.5 

화학 -1,199.7 -225.1 섬유의복 -26.0 -6.1 

비금속광물 72.7 374.3 서비스업 -658.8 -2,592.1 화학 245.7 -1,029.6 음식료품 18.1 12.1 

기계 48.3 55.4 운수장비 -402.8 2,260.9 유통업 226.0 112.4 보험업 20.2 591.5 

건설업 24.4 -84.2 의약품 -318.6 -1,110.1 건설업 195.0 -200.4 의료정밀 25.0 73.7 

  

삼성전자 -1,258.7 144.1 기아 -555.4 771.5 

NAVER -485.0 -1,538.7 삼성SDI -421.1 83.5 

롯데케미칼 -390.7 -679.8 현대차 -242.7 645.1 

현대건설 160.8 -195.8 LG전자 -345.5 380.7 삼성전자 268.3 8,779.1 LG전자 -143.7 66.5 

KODEX 인버스 157.3 -572.2 삼성SDI -243.5 416.3 LG디스플레이 253.9 2.6 롯데케미칼 -117.0 -125.8 

한국전력 109.1 -291.1 금호석유 -226.1 -225.5 현대제철 197.2 -197.2 현대모비스 -114.4 -631.0 

롯데정밀화학 97.7 36.4 대한유화 -159.6 -54.8 SK텔레콤 135.9 641.1 SK케미칼 -102.7 -79.1 

빅히트 82.5 -213.7 셀트리온 -143.3 -647.8 HMM 130.3 -462.3 LG화학 -83.5 -272.5 

한국금융지주 81.1 109.8 한화솔루션 -135.9 408.3 현대건설 103.5 120.3 SK바이오팜 -80.6 -460.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79.3 179.8 LG유플러스 -128.1 -65.2 신세계 101.1 24.1 KODEX 레버리지 -77.5 71.4 

 

  

   

유통 -180.6 -387.9 제약 -321.9 -90.1 

기타서비스 -85.3 67.3 기타서비스 -72.9 28.5 

화학 58.0 86.8 오락,문화 -68.5 -203.7 기계,장비 85.9 -45.6 출판,매체복제 -65.8 11.6 

음식료,담배 7.8 30.6 금융 -57.6 -113.7 운송장비,부품 58.0 13.0 디지털컨텐츠 -62.3 6.0 

기계,장비 7.7 -167.8 의료,정밀기기 -48.1 -81.7 유통 44.3 -142.9 통신장비 -43.4 1.2 

  

셀트리온헬스케어 -111.8 -216.0 삼천당제약 -74.1 -6.0 

서울옥션 -41.8 17.2 SNK -59.1 -2.9 

삼천당제약 -33.5 -39.2 바이넥스 -44.7 11.3 

엘앤에프 57.0 298.7 녹십자랩셀 -26.8 10.1 싸이맥스 41.9 0.6 엘앤에프 -43.9 5.2 

이녹스첨단소재 42.5 61.5 JYP Ent. -26.0 -34.5 에이치엘비 40.4 -18.5 알서포트 -38.7 7.6 

엔지켐생명과학 31.6 0.4 위메이드 -24.9 -21.1 현대바이오 40.1 39.9 셀트리온제약 -37.5 -61.3 

유니셈 23.2 33.6 동국제약 -22.1 -8.6 티에스이 32.3 10.5 아주IB투자 -36.5 31.2 

SK머티리얼즈 22.9 0.3 인터파크 -21.5 -131.0 GST 32.1 -25.7 알로이스 -35.7 13.2 

청담러닝 22.3 65.3 파크시스템스 -20.5 -13.5 네패스 30.5 -20.7 씨젠 -34.9 3.9 

연우 21.9 36.8 레이 -20.4 -34.9 휴온스글로벌 29.0 8.6 솔브레인 -34.5 22.7 



     

  ( ) 

  

        

LG디스플레이 12,613.9 금호석유 -8,433.0 LG디스플레이 18,227.8 삼성전자 -62,491.3 

POSCO 10,151.9 NAVER -5,830.9 POSCO 14,437.9 NAVER -26,451.8 

현대제철 8,966.0 롯데케미칼 -5,431.0 현대건설 10,730.6 롯데케미칼 -22,263.7 

SK하이닉스 6,197.4 대한유화 -4,972.9 현대제철 10,199.8 삼성SDI -19,111.6 

삼성전자 4,371.0 GS건설 -4,817.2 KB금융 7,183.2 현대차 -12,181.6 

롯데정밀화학 3,740.7 TIGER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4,171.0 롯데정밀화학 4,057.5 SK하이닉스 -10,232.8 

현대차 3,322.8 LG유플러스 -3,975.9 포스코케미칼 3,458.3 한화솔루션 -9,684.6 

한국전력 2,674.9 포스코인터내셔널 -3,889.1 한국금융지주 3,336.9 LG전자 -9,615.0 

현대건설 2,622.8 KODEX 200 -3,685.3 한국전력 3,103.8 LG유플러스 -8,392.4 

삼성전자우 2,365.8 LG전자 -3,523.1 동국제강 2,706.7 금호석유 -7,965.9 

  

        

KODEX 2차전지산업 3,809.5 TIGER 반도체 -5,785.3 TIGER 200 IT 16,751.9 TIGER 200 -31,927.9 

TIGER 2차전지테마 1,580.4 KODEX 200 -2,254.3 LG디스플레이 8,044.9 롯데케미칼 -7,617.7 

KODEX 자동차 1,095.5 KODEX 반도체 -2,237.2 KODEX 레버리지 2,826.0 NAVER -5,767.4 

TIGER KRX2차전지K-뉴딜 1,047.0 TIGER 200 IT -1,619.0 빅히트 2,441.4 KODEX 200 -5,549.5 

한국항공우주 750.9 진흥기업 -1,471.0 POSCO 2,038.6 ARIRANG 코스피 -2,496.6 

HANARO Fn전기&수소차 750.3 KINDEX 베트남VN30(합성) -1,408.2 현대제철 1,864.0 대한유화 -2,435.6 

TIGER KRX BBIG K-뉴딜 551.3 KBSTAR 200 -1,224.0 현대모비스 1,809.3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106.6 

KODEX 은행 495.4 현대위아 -844.4 현대차 1,745.6 SK -1,925.4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 389.4 TIGER 미디어컨텐츠 -812.5 신세계인터내셔날 1,690.6 셀트리온 -1,789.0 

기아 363.3 대한유화 -671.2 하나금융지주 1,278.8 LG전자 -1,697.6 

 

  ( ) 

  

    

LG디스플레이 25,388.3 47,021.4 삼성SDI -42,107.2 -24,349.6 

POSCO 40,894.9 26,679.0 기아 -55,542.9 -6,560.9 

현대제철 19,718.9 23,024.9 NAVER -5,785.0 -48,500.2 

SK하이닉스 35,711.6 1,942.9 롯데케미칼 -11,696.6 -39,073.6 

카카오 28,545.2 1,182.6 LG전자 -14,373.0 -34,550.7 

현대건설 10,345.2 16,080.0 현대차 -24,270.2 -9,614.4 

한국전력 8,711.6 10,910.8 현대모비스 -11,441.8 -12,026.6 

롯데정밀화학 8,630.6 9,767.3 LG화학 -8,354.0 -11,277.9 

신세계 10,106.7 5,638.2 대한유화 -3,404.4 -15,960.8 

포스코케미칼 8,181.5 6,211.1 SK -5,148.1 -8,909.8 

 

 

 

 

 

 

 



      

 

 

  (  

  

        

피에스케이 5,205.3 아주IB투자 -2,298.2 피에스케이 2,994.8 셀트리온헬스케어 -1,807.0 

실리콘웍스 3,125.6 JYP Ent. -1,807.8 실리콘웍스 2,537.5 동국제약 -1,064.8 

청담러닝 2,354.2 레이 -1,557.0 엘앤에프 2,061.1 천보 -978.7 

엘앤에프 2,174.8 위지트 -1,539.1 진성티이씨 1,446.8 에스앤에스텍 -768.5 

원익IPS 1,722.4 DSC인베스트먼트 -1,453.3 SK머티리얼즈 1,397.1 이오테크닉스 -685.4 

이오테크닉스 1,617.1 대성창투 -1,363.5 녹십자랩셀 1,282.5 메드팩토 -656.7 

SBI인베스트먼트 1,479.7 비덴트 -1,245.1 원익IPS 1,178.0 파크시스템스 -604.1 

천보 1,437.5 녹십자랩셀 -1,222.6 솔브레인 1,156.1 동진쎄미켐 -566.6 

연우 1,317.0 해마로푸드서비스 -1,131.6 GS홈쇼핑 1,152.3 아이티엠반도체 -497.7 

이녹스첨단소재 1,275.8 드림시큐리티 -1,090.7 유니셈 1,032.0 티앤알바이오팹 -484.9 

 

        

원익IPS 229.2 파라다이스 -165.3 원익IPS 1,410.1 SK머티리얼즈 -927.2 

엠씨넥스 217.3 네오팜 -114.6 싸이맥스 677.7 녹십자랩셀 -753.4 

피에스케이 156.8 삼천당제약 -92.2 이오테크닉스 596.9 삼천당제약 -600.5 

실리콘웍스 117.1 녹십자랩셀 -24.4 티에스이 596.8 레고켐바이오 -455.8 

테스나 115.7 삼보판지 -13.8 골프존 567.9 웹젠 -324.2 

디앤씨미디어 57.7 삼화네트웍스 -7.7 테크윙 512.6 자이언트스텝 -320.1 

레고켐바이오 33.3 오스템임플란트 -5.6 이녹스첨단소재 494.2 셀트리온헬스케어 -289.4 

바텍 32.0 코텍 -5.3 아이에이 486.7 ISC -245.2 

이오테크닉스 26.4 삼목에스폼 -2.0 메가스터디교육 454.7 메드팩토 -174.2 

메드팩토 17.9 미래에셋벤처투자 -1.3 실리콘웍스 454.1 쏠리드 -130.5 

 

  ( ) 

  

      

피에스케이 4,870.6 12,801.2 삼천당제약 -7,408.4 -3,346.2 

실리콘웍스 1,565.9 9,551.6 서울옥션 -1,583.7 -4,180.5 

우리기술투자 8,344.3 28.3 아주IB투자 -3,647.3 -1,893.2 

엘비세미콘 4,764.8 1,400.8 위메이드 -2,939.3 -2,487.5 

이녹스첨단소재 1,158.2 4,254.1 셀트리온제약 -3,745.2 -987.2 

GST 3,206.5 2,004.6 씨젠 -3,486.8 -590.9 

싸이맥스 4,194.6 572.1 드림시큐리티 -2,926.8 -1,079.9 

티에스이 3,234.5 806.2 알서포트 -3,871.2 -54.6 

이오테크닉스 2,528.3 1,341.3 JYP Ent. -789.4 -2,599.0 

SK머티리얼즈 1,465.6 2,289.4 DSC인베스트먼트 -1,850.0 -1,4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