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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IPO – Think IPOX





변동성의 하락이 IPOX 를 최고기록으로 올렸다.
파생회사가 강한 실적에 기여했다.
IPOX-관련 First Trust U.S IPO Fund (티커: FPX)
의 AUM 과 거래량이 상승했다. 주 AUM 유입이 USDm
40 에 가깝다.
강한 감정속에, 많은 미국 IPO 들이 대기중이다.

IPOX 가 기록으로 올랐다. 변동성이 DC 활동으로 하락했다:
IPOX 지수는 DC 우려 해결과 강건한 국제 경제 데이터를 따라
하락한 리스크의 주수혜자이다. CBOE 변동지수(VIX IND: 17.05%)의 하락속에, IPOX Global 50 (IPGL50) 가 +3.62% 가
올라 +22.79%이다. 지수의 강세는 - 지난 사 년간의 최대형이고
유동성이 큰 50 글로벌 IPO 와 파생회사들의 시가총액
USDtrillion 1.11 의 “기업공개” 효과를 측정하는- 미국과
아시아-퍼시픽의 회사들에의 표출로 인해서다: 여기에, 주목
이동자는 마카우-거래의 카시노 혼합 USDbn 60.30 Sands
China (19.28 HK: +12.48%), USDbn 21.14 Wynn Macau (1128
HK: +11.27%) 나 USDbn 13.29 MGM China (2282 HK:
+8.04%) 가 주도했다. 최근 추가회사 홍콩의 럭셔리 보석
체인 USDbn 16.33 Chow Tai Fook (1929 HK: +8.21%)가 강한
상승을 계속한다. 파생회사는 미국 제약회사 USDbn 76.62
Abbvie Inc. (ABBV US: +5.87%) 와 미국제련회사 GoldmanSachs (GS US: -0.82%) 선호 USDbn 22.15 Marathon
Petroleum (MPX US: +5.19%) 와 USDbn 38.79 Phillips 66
(PSX US: +5.92%)의 큰 실적 점프가 중점이다. IPOX Global
50 (IPGL50) 가 변동이 심한 에너지 탐색회사 USDbn 9.43
Cobalt International (CIE US: -4.93%) 가 최저실적자이다.
기록적 유입속에, IPOX-관련 First Trust U.S. IPO ETF (티커:
FPX)가 역사적 최고다:광범위한 USDbn 869.21 IPOX-100 U.S.
Index (IPXO)와 연관있는, First Trust U.S. IPO ETF (티커:
FPX)가 전주에 상승했다. S&P 500 (SPY), Russell 2000 (IWM)
나 S&P Mid-Cap (MDY) 를 트랙하는 ETF 들을 대단한 +122
bps., +85 bps., 와 +144 bps. 로 실적우위다. 오성 랭크와 칠
년된 펀드의 전략적 자산 할당 속에, 주 AUM 유입은 USDm
40 이고 거래량은 기록적이다. 배경지수인 IPOX-100 U.S.
(IPXO) 의 80/100 회사가 주에 변화가 없거나 상승했다.
평균(미디언) 동일-비중 지수 회원이 적용 시가총액
비중지수보다 아주 적게 +2.67% (+2.57%)이다. 실적
드라이버는 이미 언급한 배당금이 많은 최근 대형자본
헬스케어와 에너지 파생회사 (ABBV US, PSX US, MPC US,
WPX US)들이다. 중소자본 IPO 의 다양한 세트인 USDbn 4.97
인터넷 라디오 제공자 Pandora Media (P US: +13.13%) 와
USDbn 3.17 Spirit Airlines(SAVE US: +10.07%) 가
주목회사이다.

[주: 10/21/2013]
IPOX Returns (%) (select Indexes)

Week

Sep 13

YTD 13

IPOX Global 50 (IPGL50) (USD)
IPOX Global 30 (IPGL30) (USD)
IPOX-100 U.S. (IPXO) (USD)
IPOX-30 U.S. (IPXT) (USD)
IPOX Europe 50 (IPXUJPEU) (EUR)
IPOX Europe 30 (IXTE) (EUR)
IPOX Asia-Pacific 30 (IPTA) (USD)
IPOX China 20 (CNI) (USD)
IPOX China Cp. (IPXUCHCP) (USD)

3.62
4.34
3.63
3.49
2.34
2.27
3.58
1.29
3.82

5.45
6.49
5.63
4.87
5.22
4.89
5.87
4.48
5.85

22.79
28.96
38.88
35.56
16.49
15.59
21.22
10.12
13.76

글로벌 IPO 제공의 강한 반응, 소자본 미국 특수 딜이 강한
최초상승을 보인다: 아홉 개의 중요한 글로벌 IPO 가 전주에
거래를 시작했다. 평균(미디언) 동일 비중 IPO 가
최종제공가와 주마감의 차이에 근거하여 강한 +33.89%
(+10.00%) 이다. 주요 대형자본 딜이 혼조세로 데뷔했다.
배당금이 적은 미국 MLP Plains GP (PAGP US: -0.45%),
말레이지아의 두 번째로 대형인 항만 운영회사 Westport
(WMPRTS MK: +6.00%) 나 멕시코의
주도 낙농
생산자 Grupo Lala (LALA MX: +6.36%)의 실적에서
시사한다. 특수산업에서 모아진 작은 양의 딜의 긍정적
감정이 계속 줄지 않고 홍콩의 각 딜 유입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핫” 산업의 두 미국 딜의 IPO 전 가격 다이나믹스의
큰
차이를
주목한다:
특수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제공자이고
Morgan Stanley (MS US: +6.23%)주도의 Veeva, Inc. (VEEV US) 가 레인지를 올렸고,
상위에서 가격을 정했다. 주에 +121.05%가 올라서
마감했다. 뱅커들이 수익이 가능한 독일의 3D-프린팅
회사 Voxeljet (VJET US) 를 하한에서 가격을 정했다. 회사는
+121.54%가 올랐다.
Company Name

Identifier

Return (%)

ADMA Biologics, Inc.
Plains GP Holdings, L.P.
Springleaf Holdings, Inc.
Veeva, Inc.
Voxeljet AG
Westports Malaysia Bhd.
Grupo Lala SAB
Ngai Shun Holdings Limited
IGG Inc.

ADMA US
PAGP US
LEAF US
VEEV US
VJET US
WMPRTS MK
LALA MX
1246 HK
8002 HK

0.35
-0.45
18.82
121.95
121.54
6.00
6.36
20.43
10.00

많은 IPO 가 - 모두 미국에서 - 내주에 대기중이다:
정보는 IPOX 주의 두 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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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able global IPO deal flow (Week: 10/21/2013):
Company

Code

Date

Endurance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EIGI US

10/22

Information Technology

Goldman Sachs-led established global provider of cloud-based solutions designed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stablish, manage and grow their businesses. Founded in 1997, the firm offers 18.19%, seeking to raise between USDm 328-374 with
an unusually large portion of the proceeds (ca. 75%) earmarked to reduce debt with the remaining proceeds going to pay for a defined
acquisition and working capital purposes. Within the indicated range, the strongly growing and profitable firm is valued at between 7.178.20 times revenues reported during the previous fiscal year.
Aerie Pharmaceuticals, Inc.

AERI US

10/25

Health Care

RBC-led firm is a clinical-stage high-risk pharmaceutical company focused on the discover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firstin-class therapie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glaucoma and other diseases of the eye. Loss-making with no significant revenues,
the firm seeks to command a total market cap. between USDm 243.89-284.54 by offering 25.83% with proceeds earmarked for
Research & Development (R&D).
CommScope, Inc.

COMM US

10/25

Telecommunication Services

JP-Morgan-lead company is an established leading global provider of connectivity and essential infrastructure solutions for wireless,
business enterprise and residential broadband networks. The company experienced stagnant growth and has a mixed profitability record
over the past years. Seeks to raise between USDm 692.31-807.69 for a 20.72% stake, valuing the firm at between USDbn 3.34-3.90 or
ca. one time 2013 revenues. 20% of the proceeds are earmarked to go to selling shareholders, with the remainder going to reduce
indebtedness. The firm does not intend to pay a dividend in the foreseeable future.
Sprague Resources, L.P.
SRLP US
10/25
Energy
Barclays-led firm is a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engaged in the purchase, storage, distribution and sale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The firms predecessor was founded in 1870 and has stored, distributed and marketed petroleum-based products for over 50
years. Seeks to raise between USDm 161.50-178.50 with an expected USD 1.65 per unit p.a. distribution, equal to an attractive
dividend yield between 7.86%-8.68%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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