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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IPO – Think IPOX




IPOX 글로벌 50 (IPGL50) 가 역대최고다. IPOX
지역지수의 상승으로 지지되었다.
IPOX-관련 미국 IPO 와 파생회사 ETF (티커: FPX)가
삼 주를 계속해 실적우위다.
글로벌 IPO 딜 유입선이 보여진다.

IPOX 글로벌 50 (IPGL50), 글로벌 IPO 와 파생회사 실적
벤치마크가, 역대최고로 마감했다: IPOX 지역지수의 큰
상승이 IPOX 글로벌 50 (IPGL50)를 기록적 마감으로
상승시켰다.
지수는 +1.84%를 더해 전주에 +12.98%
YTD 였다. 지수가, 현재 총시가총액 USDtrillion 1.01 을
캡춰하는, 미국의 구성회사의 강세에 힘입었다. 미국
사회네트워크회사 Facebook (FB US: +6.47%),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
General
Motors
(GM
US:
+6.07%),
할인소매회사 Dollar General (DG US: +5.54%) 나 Pfizer
파생회사 동물건강 제약개발회사 Zoetis (ZTS US: +5.01%)가
주도했다. 중국관련 표출이새로이 올랐다. Agricultural Bank of
China (1288 HK: +4.80%) 와 New China Life (1336 HK:
+4.02%) 가 중점이다.

IPOX-관련 미국 IPO ETF (티커: FPX)가 계속 상숭세다. 삼
주째 상대적 상승을 기록한다: IPOX 고비중 미국 수송관
운영회사 Kinder Morgan Inc. (KMI US: -7.14%), 네트워킹
주식 Palo Alto Networks (PANW US: -6.71%) 나 바이오테크
Clovis Oncology (CLVS US: -6.57%) 의 큰 하락이 IPOX-100
(IPXO) 관련 First Trust 미국 IPO 펀드 (FPX US)의 긍정적
모멘틈을 멈추지 못했다. 근간지수는 역대최고로 마감했고 삼
주째 계속해서 S&P 500 (SPX), Russell 2000 (RUT) 나 Nasdaq
100 (NDX) 를 각각 +83, +23 나 +29 bps 로 이기고 있다.
76/100 지수회원이 주에 상승했다. 평균 동일비중 회사가
+1.69%를 더해, 적용시가총액 비중지수 (IPXO), ETF 근간인,
보다 크게 -53 bps. 가 적다. 지수의 재-조절은 미국 선물&옵션
만기 금요일인, 2013 년 9 월 20 일이다.

[주: 09/09/2013]
IPOX Returns (%)

Week

IPOX Global 50 (IPGL50) (USD)
IPOX Global 30 (IPGL30) (USD)
MSCI World (MXWD) (USD)
IPOX U.S. 100 (IPXO) (USD)
IPOX U.S. 30 (IPXT) (USD)
S&P 500 (SPX) (USD)
IPOX Europe 50 (IPXUJPEU) (EUR)
IPOX Europe 30 (IXTE) (EUR)
STOXX 50 (SX5P) (EUR)
IPOX Asia-Pacific 30 (IPTA) (USD)
MSCI Asia-Pacific (MXPC) (USD)
IPOX China 20 (CNI) (USD)
IPOX China Cp. (IPXUCHCP) (USD)
Hang Sg Enterprse (HSCEI) (HKD)

1.84
2.61
2.10
2.23
2.04
1.36
2.45
2.16
2.55
1.72
3.00
2.03
2.15
5.18

Aug 13
0.53
1.28
-2.29
-0.43
0.23
-3.13
0.17
-0.79
-1.59
-0.88
-1.68
5.72
2.26
1.73

YTD 13
12.98
17.81
9.38
29.22
26.91
16.06
11.64
11.21
6.32
9.72
9.39
0.91
0.43
-9.69

IPOX-관련 First Trust 미국 IPO 펀드 (티커: FPX) 의
관리자산 (AUM) 이 기록적으로 올랐다.: 2006 년 4 월에
시작하여, 오성 모닝스타-등급의 ETF 가 미국 IPO 와
파생회사의, 벤치마크에서 추적되지 않는 독특한 회사
세트인, 스큐니스 이슈로 열린 기회에 턴키 자산할당 해법을

제공한다. 특히, 펀드는 100 최대이고, 유동성이 높고
전형적으로 최고실적의 미국 IPO 와 파생회사에 IPOX 지수
기술을
적용하면서,
“기업공개”
효과를
캡춰한다.
펀드영역의 사이즈와 주식 턴오우버는 대단하다: 예를 들면,
펀드 주식영역은 현재 시가총액 USDbn 800 이며, 평균
(미디언) 회사 사이즈는 USDbn 8.0 (3.6)이다. USDtrillion
19.63 Russell 3000 (RAY) 의 4.08%이고, USDtrillion 1.73
Russell 2000 (RUT)의 46.24%이다. 펀드구성회사의 총
매일 주식 턴오우버/거래가치는 전주에 평균 USDbn 2.5
였다. 펀드는 비용율이 0.60% 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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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coming global IPO deal flow (Week: 09/09/2013):
Company

Code

Goldenmars Technology

8036 HK

Date
09/09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rm joins the list of micro-caps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YTD. It principally engages in the manufacturing and sale of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modules and the trading of DRAM chips. The firm raised HKDm 60 for 25% of the company,
pricing the deal at the top of the HKD 0.70-0.90 bookbuilding range.

Lifestyle Properties Development

2183 HK

09/12

Financials

Jointly led by BNP Paribas and Platinum Securities, the firm is a small-cap property development and property investment company in
Hong Kong and the PRC with a principal objective to achieve capital appreciation through the sale of properties at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The firm has a three-year track record of increasing revenues and raised HKDm 204 for a 20.11% stake at HKD 1.98, in
the lower half of the HKD 1.80-2.43 bookbuilding range.

OCI Resources LP

OCIR US

09/12

Materials

The firm was formed by OCI Holdings to operate the trona ore mining and soda ash production business of OCI Wyoming. OCI
Resources LP owns a controlling 40.98% general partner interest and 10.02% limited partner interest in OCI Wyoming, which is one of
the largest and lowest cost producers of soda ash in the world with proven and probable reserves equivalent to 67 (trona) and 59 (soda
ash) times its current annual production level. Led by Goldman Sachs and Citigroup, the firm seeks to raise USDm 105 for 51.15% in
the middle of the USD 19-21 bookbuilding range. The firm intends to pay a minimum annual distribution of USD 2.00 per unit or 10%
p.a. (assumed if priced in the middle of th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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