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X® 주
www.ipoxschuster.com

learn more contact: josef@ipoxschuster.com

 Think GROWTH – Think IPOX®




주요 IPOX 지수가 만기와 FED 주에 올랐다. 강한 상대적
상승을 기록했다.
IPOX® 100-관련 First Trust 미국 IPO ETF (FPX) 가
실적우위다.
글로벌 IPO 활동: IPO 창이 열리면서 모든 딜이 올랐다.

주요 IPOX 지수 가 만기와 FED 주에 올랐다. 강한 상대적 상승을
했다 . 주요 IPOX 지수가 이 주를 계속해서 올랐다. 만기주동안
크게 실적우위다. FED (비)-활동과 미국달라변화로 변동성
상승을 따라서다. 글로벌 수준에서, 예를 들면, USD trillion 1.4
IPOX 글로벌 50 (IPGL50) – 지난 4 년간의 대형이고 유동성이 큰
투자가능한 글로벌 IPO 와 파생회사 실적의 다양한 벤치마크인–
가 +1.05% 가 올라 -0.17% YTD 이다. 글로벌 벤치마크보다 +63
bps. 가 위다. IPOX 지역지수 가 옵션만기 주에 강한 절대적
상대적 상승으로 올랐다. 예를 들면, IPOX 유럽 (IXTE), 크게 내린
탄광회사 Glencore International (GLEN LN) 가 2015 년 3 월
20 일에 빠진, 이 +1.17% 가 올라 +14.83% YTD 이고, YTD
상승을 유럽 시장(SX5P) 에 비해 대단한 +319 bps.로 확대해
+1416 bps.이다.
IPOX® 100-관련 First Trust 미국 IPO ETF (FPX)가 실적우위다:
미국에서, IPOX 100 (IPXO), 5-성, 9-년차 USD million 820 First
Trust 미국 IPO ETF (FPX) 를 지지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인, 가
+0.63%가 올라 +3.28% YTD 이다. 주에 S&P 500 (SPX) 를 +78
bps. 보다 위다. 개별 포트폴리오 보유중 큰 변화와 기업활동이
주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다:
IPOX®-100 - Style Investing since 04/2006:

[주: 09/21/2015]
IPOX Returns (%) (P)

Week

Aug 15

YTD 15

Exposure: Global/International (xUS) (USD)
IPOX Global 50 (IPGL50)
1.05
-7.78
-0.17
IPOX Intern. (IPXI)*
1.58
-8.34
-7.88
Exposure: United States (USD)
IPOX 100 U.S. (IPXO)*
0.63
-7.67
3.28
IPOX 30 U.S. (IPXT)
0.01
-6.70
4.64
Exposure: Europe (EUR)
IPOX Europe (IXTE)
1.17
-6.31
14.83
IPOX Nordic (IPND)
-0.70
-5.88
14.34
Exposure: Asia-Pacific (Developed) (USD)
IPOX APAC 30 (IPTA)
1.05
-6.24
-1.79
Exposure: China (USD) (x A-Shares)
IPOX China 20 (CNI)
3.07
-14.09
-12.96
*Basis for Exchange-Traded Products (ETPs)

AbbVie (ABBV US: +3.15%)의 큰 반전이다. M&A 전문
인력을 고용한 후에 크게 올랐다. 더우기, IPOX 구성회사
파생회사 Starz (STRZA US: +5.91%) 와 AMC Networks
(AMCX US: +2.60%)가 회사들의 가능한 타이-업 관련뉴스가
있었다. 호텔 운영자 Hilton (HLT US: -6.37%) 이 La Quinta
(LQ US: -13.76%)의 큰 약세속에 내렸다. 거래주말에 CEO
사퇴가 있었다. 총, 58/100 회사가 IPOX 100 Index (IPXO)
에서 주에 상승했다. 평균(미디언) 동일-비중회사가 +0.97%
(+0.69%)이다. 적용 시가총액 비중 지수보다 위다.
글로벌 IPO 활동: IPO 창이 열리고 모든 딜이 올랐다.
Select IPOs (previous week):
Nabriva Therapeutics AG
Penumbra Inc
REGENXBIO Inc
Vitaco Holdings Ltd

가장 큰 상승 포커스 회사는 e-커머스 플래트폼 05/2015 IPO Shopify
(SHOP US: +35.28%) 이다. 온라인 소매자 Amazon (AMZN US)과의
큰 딜을 발표한 후에 크게 올랐다. 포트폴리오는 헬스케어 관련 주식의
큰 상대적 강세의 혜택을 받았다. 항암 에이전트 제조자 Clovis
Oncology (CLVS US: +9.88%) 가 IPO 후 주최고로 마감했다.
주목은 IPOX 고비중 IL-의 제약회사

ID:

Change (%)

NBRV US
PEN US
RGNX US
VIT AU

29.17
37.67
39.55
20.00

11 월에 예정된 Japan Post Holdings (6178 JP) 의 랜드마크
사적 IPO 에 앞서 글로벌 IPO 수송관의 형성속에, 네개의
중요한 글로벌 IPO 가 전주에 거래를 시작했다. 평균(미디언)
딜이 최종제공가와 주마감의 차이에 근거해 +31.60%
(+33.42%) 이다. 중소자본딜의 줄지않는 강한 최초요구를
보여준다. 거시경제 스윙에 흔들리지 않는 특수 산업딜, 특수
기술과 헬스케어 섹터다.
IPOs (upcoming week):

ID:

Sector

No significant global IPOs line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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