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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X 100 미국이 오르고, 미국시장은 내렸다; Abbvie, Snap
가 상승을 이끌었다.
IPOX-관련 ETF 가 새로운 기록이다; “FPX” ETF 가 독특한
리턴 특성을 보인다.
글로벌 딜-유입 리뷰와 전망: 많은 IPO 에 앞서, 딜 유입이
없다.

IPOX 100 미국(IPXO)이 오르고, 미국시장은 내렸다; Abbvie
(ABBV US: +13.15), Snap (SNAP US: +7.50%)가 상승을
이끌었다.
분기 미국 선물 & 옵션 만기와 재조정에 앞서,
지수
선별 IPOX
가 계속 올라 역대최고로 마감했다. 다시, IPOX
미국영역이 주도했다. 다양한 FANG-없는 IPOX 100 미국
(IPXO) – 미국 IPO 와 파생회사 실적 벤치마크 - 가 +1.65%가
올라 +15.36% YTD 이고, 대단한 +226 bps. 가 S&P 500 (SPX),
미국 주식 주도 게이지인, 보다 위다. IPOX 유럽 (IXTE)과 IPOX
놀딕(IPND)이 계속 약하고, 아시아가 강건하다. IPOX 중국
(IPXUCHCP, CNI) 과 IPOX 아시아-퍼시픽(IPTA)이 YTD 랠리를
확대한다. 우리는 IPOX 국제(IPXI), 기록으로 주를 마감한,
+0.53% 가 올라 +33.70% YTD 인, 의 계속적인 상승에
주목한다.
IPOX 포트폴리오 보유 포커스. 미국에서, 주 이야기는 IL-의
미국제약회사 Abbvie (ABBV US: +13.15%), 적용시가총액 비중 IPOX
100 미국(IPXO)의 최대보유, 이다. 07/2013 에 당시-IPOX 고비중
Facebook (FB US: -0.62%)이 처음 어닝예측을 깨면서 크게 올랐던
상승처럼, 제약회사는 습진 치료의 2 단계 시도 의 성공적 결과와
세계에서 잘팔리고, 100 개이상의 특허가 있는 약인 휴미라 관련의 IP
법정의 승리 판정후에, 크게 올랐다. IPOX 보유 미국 사회네트워크
회사 Snap (SNAP US: +7.50%) – 공식적으로 미국주식을 추적하는
미국 기본지수에 금지된 - 긍적적인 소식으로 올랐다. 이 번에는 캠퍼스
출판 사례 시작 관련 소식이다. 포트폴리오 리턴에 영향을 미치는
어닝후에 선별 표출의 큰 손실이, 가족 엔터테인먼트 시설 운영자 TX-의
Dave & Buster (PLAY US: -11.91%), IT 서비스 제공자 HP
Enterprises (HPE US: -8.32%), 소비자 금융 Synchrony Financial
(SYF US: -7.66%) 나 내용 공유 플렛폼 운영자 Box (BOX US: 6.14%)이다. 미국외 시장에서, 일본의 Nikkei 225 지수(NKY: -2.12%)
추가소식으로 IPOX 고비중 인적자원회사 Recruit Holdings (6098 JP:
+7.48%) 이 IPO 후 최고로 올랐다. 강한 팔월 계약 세일이 블루칩
부동산 개발자 China Vanke (2202 HK: +12.15%)의 박차를 가했다.
우리는 Patrick Drahi 의 유럽 케이블과 위성 서비스 제공자 01/2014 IPO
Altice NV (ATC NA: -6.28%)의 약세에 주목한다. USD billion 20.8
Altice U.S. (ATUS: -7.57%) – 미국에서의 올해의 대형 IPO – 가
06/2017 IPO 이래 기록적 볼륨으로 처음으로 최초제공가 아래로
내렸다.

[2017 년 9 월 11 일]
Last
Q2
YTD
Week
2017
2017
Exposure: Global/International (x US) (USD)

IPOX Price Returns (%)
IPOX Global (IPGL50)
IPOX Global (IPGL30)
IPOX International (IPXI)*

0.76
1.72
0.53

5.54
8.07
9.24

23.54
24.25
33.70

Exposure: United States (USD)
IPOX Composite U.S. (IPXC)*
0.05
7.44
24.38
IPOX 100 U.S. (IPXO)*
1.65
3.86
15.36
IPOX 30 U.S. (IPXT)
1.80
4.62
17.06
Exposure : Europe/Nordic Region (EUR)
IPOX Europe (IXTE)
-0.86
4.95
17.52
IPOX Nordic (IPND)
-1.47
8.64
15.24
Exposure: Asia-Pacific/China Region (USD)
IPOX Asia-Pacific (IPTA)
1.14
2.99
16.85
IPOX Comp. China (IPXUCHCP)
0.24
10.06
36.74
IPOX China (CNI)
1.69
4.62
29.17
* Basis for ETPs: FPX US, FPX LN, FPXU FP, FPXI US, TCIP110 IT)
and CME Futures (e-mini IPOX 100 U.S. Index Futures
[Commodity trading symbol: IPOU7]).

IPOX-관련 ETF 가 새기록이다; “FPX” ETF 가 독특한 리턴 특성을
보인다. 전주의 IPOX 우호의 큰 차이가 광범위한 주식 포트폴리오에
더해진 IPOX-관련 표출이 줄 자산 할당 혜택을 다시 보여준다:
만기에 앞서 미국시장이 섹터와 사이즈/스타일 구분 전반에 다소
내리고, 다양한 IPOX 100 미국-관련 First Trust 주식기회 ETF
(FPX) 가 +1.21%가 올라 +16.05% YTD 이고, 금요일을 역대최고로
마감했다. 11-년 펀드 자산은 USD million 885 로 올랐다.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IPOX 국제(IPXI)-관련 First Trust 국제 IPO
ETF (FPXI) 가 +0.45%가 올라 +35.46% YTD 이다. “FPX” 와 “FPXI”
ETF 가 대형이고 최고 실적인 글로벌 새리스팅, 성장과 혁신의
프록시인, 과 연관된 “기업공개” 효과에 투자하는 다양한 세부적인
지역 해법을 제공한다.
글로벌 딜-유입 리뷰와 전망: 많은 IPO 에 앞서, 딜 유입이 없다.
전주에 주목 투자가능한 글로벌 (비-중국 A 주) 회사데뷔가 없다.
미국 IPO 의 바쁜 주에 앞서, 2017 년 9 월 11 일주에 데뷔하는
중요한 투자가능한 IPO 가 없다.
Select IPOs traded (week: September 4, 17)
No notable accessible IPOs traded
IPOs set to debut (week: September 11, 17)
No notable accessible IPOs set to trade

Countr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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