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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미국 거래주에 앞서, IPOX 지수가 시장과 같이
내렸다.
IPOX® 100-관련 First Trust 미국 IPO ETF (FPX) 가
+0.97% YTD 로 내렸다.

[주: 09/07/2015]

글로벌 IPO 활동: 딜 가격과 대기중인 딜유입이 없다.

짧은 미국 거래주에 앞서, IPOX 지수가 시장과 같이 내렸다.
IPOX 지수가 주에 크게 내렸다. 글로벌 벤치마크도 크게
내렸다. 글로벌 수준에서, 예를 들면, USD trillion 1.3 IPOX
글로벌 50 (IPGL50) – 지난 사년동안의 투자가능한 대형
글로벌 IPO 와 파생회사 실적의 다양한 벤치마크인– 가 -4.11%
가 내려 -3.08% YTD 이다. 약세는 광범위하고 IPOX 지역지수
영역전반이다. 홍콩거래 금융과 미국 거래 포트폴리오 보유의
광범위한 약세가, 로지스틱스 회사 JD.com (JD US: -14.79%)
와 e-커머스 플래트폼 IPOX 고비중 Alibaba (BABA US: 8.79%)등인, IPOX 중국(CNI: -8.54%) 을 2013 년 8 월 이래
최저수준으로 밀었다. 선별 IPOX 지수 가 긍정적 YTD 실적을
유지하고 벤치마크보다 위다. 주요 놀딕 표출 강세에 힘입어,
동물 피드 제조자 Christian Hansen (CHR DC: +2.79%) 나 중시장 보석 제조자 Pandora A/S (PNDORA DC :+1.73%)등인,
IPOX 유럽(IXTE) 이 광범위한 유럽 시장보다 상대적 상승을
+62 bps.를 더해 +1297 bps. YTD 이다.
IPOX® 100-관련 First Trust 미국 IPO ETF (FPX) 가 +0.97%
YTD 로 내렸다. 미국에서, IPOX 100, 5-성, 9 년차 First Trust
미국 IPO ETF (FPX) 지지 벤치마크인, 가 코스를 바꿔 광범위한
시장과 같이 내렸다.
IPOX® -100 - Style Investing since 04/2006:

IPOX Returns (%) (P)

Week

Aug 15

YTD 15

Exposure: Global/International (xUS) (USD)
IPOX Global 50 (IPGL50)
-4.11
-7.78
-3.08
IPOX Intern. (IPXI)*
-5.20
-8.34
-10.87
Exposure: United States (USD)
IPOX Composite (IPXC)
-3.75
-8.88
-6.79
IPOX 100 U.S. (IPXO)*
-3.42
-7.67
0.25
IPOX 30 U.S. (IPXT)
-3.33
-6.70
1.89
Exposure: Europe (EUR)
IPOX Europe (IXTE)
-2.48
-6.31
13.40
IPOX Nordic (IPND)
-0.05
-5.88
13.19
Exposure: Asia-Pacific (Developed) (USD)
IPOX APAC 30 (IPTA)
-3.22
-6.24
-4.97
Exposure: China (USD) (x A-Shares)
IPOX China 20 (CNI)
-8.54
-14.09
-20.28
*Basis for Exchange-Traded Products (ETPs)

교육 대출금 포트폴리오 운영회사 Navient (NAVI US: 8.51%) 가 YTD 하락을 -44.75%로 확대했다. 선별 소자본이
올랐다. 최근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소자본 러셀 2000 지수
(RUT: -2.30%)와 같이다. 다이닝과 아동 엔터테인먼트
회사 Dave & Buster (PLAY US: +6.59%), 고-주파수
회사 Virtu Financial (VIRT US: +3.51%) 나 교육 서비스
제공자 Bright Horizon Family Solutions (BFAM US:
+2.74%)이다. 총, 단지 15/100 회사만 IPOX 100 에서 주에
올랐다. 평균(미디언) 동일-비중 보유가 -2.97% (2.50%)이고, 적용시가총액 비중지수를 능가한다.
글로벌 IPO 활동: 딜가격과 대기중인 딜유입이 없다.
Select IPOs (previous week):

ID:

No offerings priced

n/a

Change (%)
n/a

IPOs (upcoming week):

ID:

Sector

No offerings expected

n/a

n/a

IPOX® 지수 Q3 2015 재조절 스케줄.
Date
September 9th, 2015
September 15th, 2015

좋은 숫자였으나 실망적인 전망으로, 주목 하락자는 세미
컨덕터 장치 제조자 Ambarella (AMBA US: -23.95%)였고, 주요
고객인 카메라 제조자 GoPro (GPRO US: -23.56%)를
압박했다.

September 19th, 2015
September 21, 2015

Description
Determination of
New Portfolio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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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Portfolios start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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