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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POX 지수가 주최고로 마감했다. IPOX 미국지수가
기업활동 거래의 이기는 쪽이다.
IPOX-관련 ETF 가 IPOX 지수의 상승을 따른다.
글로벌 딜-유입 리뷰와 전망: 짧은 미국 거래주에
조용하다. 파일링 활동이 증가했다.

주요 IPOX 지수가 주최고로 마감했다. IPOX 미국지수가 기업활동
거래의 이기는 쪽이다. 짧은 미국거래주에 앞서, 주요 IPOX
지수가 역대최고로 마감했다. 시장과 미화가 오르고 리스크 (VIX:
-10.20%)가 줄면서이다. IPOX 지수가 기업활동 거래의 이기는
쪽이다. 영합과 액티비스트 투자자 관심으로 선별 IPOX 표출이
올랐다. 글로벌 수준에서, IPOX 글로벌 50 (IPGL50) –IPOX 지수
기술을 사용하는 글로벌 지역의 대형 새리스팅 실적의 다양한
벤치마크인 – 가 +1.19% 가 올라 +22.61% YTD 이고, 삼 주를
계속해 글로벌 시장보다 실적우위다. IPOX 지수영역에서, IPOX
100 미국(IPXO) 이 계속 돋보인다. 주중에 새로운 최고였고
금요일에 실업율로 역대최고로 마감했다. +2.09%가 올라
+13.99% YTD 이다. IPOX 유럽(IXTE)이 조용하고, 우리는 IPOX
국제(IPXI), 주를 주역대최고로 마감하고, +1.01%가 올라
+32.99% YTD 인, 에 주목한다.
IPOX 포트폴리오 보유 포커스. 미국에서, 중점은 IPOX 100 미국
(IPXO) 바이오테크 보유 USD billion 10.2 Kite Pharma (KITE US:
+28.00) 였다. 제약회사 Gilead (GILD US: +13.50%) 의 영합후에
총시가총액이 주에 대단한 USD billion 13.0 로 올랐다. 다른 IPOX
100 미국 (IPXO) 승리자는 데이팅 웹사이트 운영자 Match Group
(MTCH US: +18.13%)이고, 강한 어닝이 의학기술회사 Catalent
(CTLT US: +15.51%) 를 IPO 후 최고로 올렸다. 투자자들이 미국
차 제조자 영합 후보 Fiat Chrysler (FCAU US: +6.80%)에
Houston 재건축 계획으로 미국 차세일이 증가하리라는 기대로
계속 몰렸다.소비자 내구재 IPOX 고비중 Kraft Heinz (KHC US: 2.12%)가 부진하고, 스프 생산자 Campbell Soup (CPB US: 11.67%)가 약한 어닝으로 미국소비자 습관의 구조적 변동을
가리키며 내려서 영향을 받았다.비-미국의 표출은 IPOX 국제
(IPXI)에서, 예를 들면, 강한 상승 기대로 중국 사회 미디어
플래트폼 운영자 Weibo (WB US: +9.09%) 가 이 주를 계속해
최고 주 실적자이다. 크게 내렸던 제약회사 Shire (SHPG US:
+5.01%) 가 무차별적인 바이오테크 매수의 혜택을 받았다.
Gilead/Kite 딜이 최근 중국의 바이오테크 IPO 의 큰 요구를
부르고, IPOX 중국 (CNI, IPXUCHCP) 포트폴리오 보유, H.K.리스팅의 바이오제약 3SBIO (1530 HK: +12.60%) 와 미국-거래의
특수 제약 Beigene (BGNE US: +9.26%)등을 오르게 했다. 우리는
선별 글로벌 사회 미디어 주식, H.K.거래 Meitu (1357 HK: 10.52%) 와 미국거래 Snap (SNAP US: -3.45%), 에서 최근의
강세후에 수익취득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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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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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017
2017
Exposure: Global/International (x US)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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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03
1.01

5.54
8.07
9.24

22.61
22.26
32.99

Exposure: United States (USD)
IPOX Composite U.S. (IPXC)*
1.90
7.44
24.31
IPOX 100 U.S. (IPXO)*
2.09
3.86
13.99
IPOX 30 U.S. (IPXT)
1.72
4.62
15.43
Exposure : Europe/Nordic Region (EUR)
IPOX Europe (IXTE)
0.40
4.95
19.11
IPOX Nordic (IPND)
1.40
8.64
15.59
Exposure: Asia-Pacific/China Region (USD)
IPOX Asia-Pacific (IPTA)
0.59
2.99
16.96
IPOX Comp. China (IPXUCHCP)
0.61
10.06
36.41
IPOX China (CNI)
0.92
4.62
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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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X 지수의 상승을 따른다. IPOX-관련
시장-거래-펀드 (ETF) 실적이 전주에 지지하는 IPOX 지수 의
강한 상승을 따랐다. 예를 들면, USD million 872 IPOX 100
미국(IPXO)-관련 First Trust 미국주식기회 ETF (FPX) 가
+2.13%가 올라 +14.66% YTD 이다. 더우기, 새로운 USD
million 21 IPOX 국제(IPXI)-관련 First Trust 국제 IPO ETF
(FPXI) 가 YTD 상승을 +34.85%로 마감했다. “FPX” ETF 와
“FPXI” ETF 는 대형이고 최고실적인 새리스팅 (IPO 와
파생회사) 의 “기업공개” 효과에 투자하는 다양한 세부적인
글로벌 해법을, 미국 도미사일과 미국시장에서 거래하는
(“FPX”) 와 미국외 도미사일과 투자가능한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하는 (“FPXI”)에서, 제공한다.
글로벌 딜-유입 리뷰와 전망: 짧은 미국 거래주에 조용하다.
파일링 활동이 증가했다. 전주에 주목 투자가능한 글로벌 (비중국 A 주) 회사데뷔가 없다. 짧은 미국 거래주에 앞서, 금주에
데뷔하는 중요한 투자가능한 IPO 가 없다. 미국 파일링 활동이
증가했다. Best Logistics, 중국 핀테크 Quant, 비데오
스트리밍 플레이어 파이오니어 Roku, 중국 럭셔리 e-커머스
소매자 Secoo.com 나 Zai Lab, 암치료 중국 제약 개발자,
등이다.
Select IPOs traded (week: August 29, 17)
No notable accessible IPOs traded
IPOs set to debut (week: September 4, 17)
No notable accessible IPOs sched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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