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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X 지수가 새해를 시작하며 시장과 같이 내렸다.
IPOX 유럽과 IPOX 아시아-퍼시픽이 크게 실적우위면서
밝은 전망이다.
홍콩 소자본 IPO 강세속에, 더 많은 중국관련 딜이
대기중이다.

IPOX 지수가 새해시작에 시장과 같이 내리고, IPOX 유럽 과
IPOX 아시아-퍼시픽이 실적우위다. IPOX 지수가 새해에
증가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중국 약세, 미국 소자본의 계속적
매도속에 큰 하락으로 시작했다. 글로벌 수준에서, IPOX 글로벌
50 (IPGL50) – 유동성이 크고 대형인 투자가능한 글로벌 IPO 와
파생회사 실적의 척도인– 가 대단한 -6.80%가 내렸고, 글로벌
벤치마크보다 약간 부진하다. IPOX-관련 Exchange-TradedFunds (ETFs) 가 크게 내렸다: 국제수준에서, 예를 들면, First
Trust 국제 IPO 펀드 (FPXI) 가 -6.08%이고, 5-성, USD million
720 First Trust 미국 IPO 펀드 (FPX) 가
-7.66%이다.
벤치마크와 같은 선이다. 큰 하강세 회사는 모든 중국-관련 표출,
e-커머스 회사 JD.com (JD US: -14.40%) 와 Alibaba Group
(BABA US: -12.88%), 자동차 제조자와 장비제공자 Ferrari
(RACE US: - 10.19%), General Motors (GM US: -13.17%), Fiat
Chrysler (FCAU US: -13.06%) 와 Delphi (DLPH US: -14.17%)
와 부채가 많은 표출인 호텔운영자 Hilton Worldwide (HLT US: 10.51%) 와 소비자 내구재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QSR US: -14.83%)등이다. 기업활동 관련 표출이 혼조세다. IL의 제약회사 Baxalta (BXLT US: +2.51%)가 오르고, 중국 부동산
대형회사 China Vanke (2202 HK: -13.89%) 가 홍콩과
중국본토시장에서 수 일의 거래정지후에 크게 내렸다.

[주: 01/11/2016
IPOX Returns (%) (P)

Week

2015

YTD 16

Exposure: Global/International (xUS) (USD)
IPOX Global 50 (IPGL50)
-6.80
0.99
-6.80
IPOX Intern. (IPXI)*
-5.77
-5.85
-5.77
Exposure: United States (USD)
IPOX 100 U.S. (IPXO)*
-7.59
1.57
-7.59
IPOX 30 U.S. (IPXT)
-7.73
4.91
-7.73
Exposure: Europe (EUR)
IPOX Europe (IXTE)
-4.12
14.41
-4.12
IPOX Nordic (IPND)
-6.18
23.88
-6.18
Exposure: Asia-Pacific (Developed) (USD)
IPOX APAC 30 (IPTA)
-3.73
-2.32
-3.73
Exposure: China (USD) (x A-Shares)
IPOX China 20 (CNI)
-9.70
-9.10
-9.70
*Basis for Exchange-Traded Products (ETPs)

Select IPOs (last week):
Daito Me Holdings Co Ltd
Hi-Level Technology Holdings
NNK Group Ltd
Perfect Group International

ID:

Change*

8455 TT
8113 HK
3773 HK
3326 HK

-1.32
241.94
20.00
93.55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final offering price and the week’s close

IPOX 유럽과 IPOX 아시아-퍼시픽이 크게 실적우위면서 밝은
전망이다. IPO 와 파생회사 딜 유입을 보여주는 IPOX-관련 선진
시장 표출이 유럽에서 (IPOX 유럽[IXTE]), 아시아-퍼시픽에서
(IPOX 아시아-퍼시픽[IPTA]) 거래 첫 주에 큰 상대적 실적 상승을
기록했다. 두 지수는 거래 첫 주에 각 벤치마크보다 200 bps.
이상으로 실적우위였다. 중점회사는 케이블과 위성 서비스
제공자 Numericable (NUM FP: +13.43%), 런던거래의 지불
프로세서 Worldpay (WPG LN: +0.23%) 와 NZ 유틸리티 Mighty
River (MRP NZ: +0.00%)이다.
홍콩 소자본 IPO 강세속에, 더 많은 중국관련 딜이 대기중이다.
2015 년 4 분기에 특히 홍콩과 타이완(도표 참조)에서 기록적 51
중국-관련 IPO 의 거래시작을 따라, 지역의 IPO 활동은 새해 첫
주에 다른 “기업공개” 4 회사로 강한 시작을 했다. 2015 년 동안
중국관련 소자본 IPO 의 큰 상대적 실적우위를 따라,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의 약세를 뛰어넘어, 거래 첫 주를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다. 더 많은 중국-관련 IPO 활동이 내주에 대기중이다.

소자본 게임 개발자 Gameone (8282 HK), 소유지 개발자
Ronshine China (3301 HK) 와 교육서비스제공자 Virscend
Education (1565 HK)이다.
IPOs (week of Jan 11):
Gameone Holdings Ltd
Ronshine China Holdings
Shimmick Construction Co
Virscend Education Co Ltd

ID:
8282
3301
SCCI
1565

HK
HK
US
HK

Sector
Info Technology
Financials
Industrials
Cons. Discre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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