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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주식은 만기주동안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촉진과
쇼트 커버링으로 상승했다. IPOX 는 잘 거래되었다.
글로벌 IPO 활동은 약했다. IPOX 중국 표출은 상한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 신흥시장 IPO 가 대기중이다.

[주 06/18/2012]

 주요사항




주요 IPOX 지수가 강건. 미국, 아시아가 글로벌 주식에서
랠리주도. IPOX 유럽이 부진: IPOX 글로벌 50 (IPGL50),
사 년의 로테이션 사이클로 중요한 글로벌 IPO 와
파생회사의 실적의 주요 게이지인, +1.72%가 올라
올해현재 +8.77% 이다. 글로벌 주식에서 +673 bps 가
앞선다.
MSCI 세계(MXWD)지수로 추정해서다.
IPOX 지역영역에서 상대적 실적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진다. 장기 IPO 와 파생회사 딜 유입 활동지역(미국,
아시아-퍼시픽과 신흥시장) 으로 실적이 좋은 시장과 낮은
장기 IPO 활동(유럽)지역이다. 예를 들면, IPOX 미국 30
(IPXT)가, 대형이고 가장 중요한 30 미국 VC- 와
사적자본 지지 IPO 와 파생회사 실적 벤치마크인, +2.04%
가 올라 올해현재 +12.82%이다. 벤치마크 S&P 500
(SPX) 보다 상대적 상승이 +604 bps. 이다. 상대적
상승은 대형 브렌드 소비자 주식인 IPOX 고비중
담배회사 Phillip Morris International (PM: +4.48%)가 –
대형 주식 매수 통보후에–, 아기푸드생산자 Mead
Johnson Nutrition (MJN: +4.75%) 나 소매자 Dollar
General (DG: +3.78%)으로 인한 것이다. 선진 아시아퍼시픽 영역 (IPTA) 의 실적은 강하다. : 홍콩거래의
카시노 혼합이 상대적 약세다. Wynn Macau (1128 HK: 4.71%)가 대형 펀드매도 가 일본 사회 네크워크회사 Gree
(3632 JP: +25.46%), 고비중금융 Dai-Ichi Life (8750
JP: +4.89%) 나 홍콩거래의 고가품제조자 Prada (1913
HK: +4.18%)의 실적으로 둔화되었다. IPOX
Key IPOX Strategies Comparable Returns YTD 2012:
Ticker
(BBG/Reuters)
IPGL50 (USD)
IPGL30 (USD)
MXWD (USD)
IPXO (USD)
IPXT (USD)
SPX (USD)
IPXUJPEU (EUR)
IXTE (EUR)
SX5P (EUR)
IPTA (USD)
MXPC (USD)
CNI (USD)
HSCEI (USD)

Return
5-day
1.72%
1.85%
1.72%
1.67%
2.04%
1.30%
-0.27%
-0.36%
1.75%
2.82%
2.39%
3.93%
4.19%

YTD 2012
8.77%
5.54%
2.03%
12.02%
12.82%
6.78%
-7.32%
-10.79%
-2.08%
12.04%
-1.14%
4.38%
-1.93%

Name
IPOX Global 50
IPOX Global 30
MSCI World
IPOX U.S. 100
IPOX U.S. 30
S&P 500
IPOX Europe 50
IPOX Europe 30
STOXX 50
IPOX Asia-Pacific 30
MSCI Asia-Pacific
IPOX China 20
Hang Seng Enterprse

IPO/파생회사 자산 할당 에, 왜 IPOX 를 선택하는가??

시장사이클동안 증명된 실시 실적

명백하게 규정된 철학으로 스케일적이고 강건하다

특허가 있는 지수기술

최고-실제적인 연구서비스와 보조

아시아-퍼시픽 30 (IPTA)가 +2.82%가 올라 +12.04%
이다. 벤치마크 MSCI 아시아-퍼시픽 (MXPC)과의 실적
스프레드가 대단한 +1319 bps. 이다. 지수회원 리스트가
나이가 증가한다. IPOX 유럽영역(IPXUJPEU, IXTE) 이
실적이 낮다. 벤치마크의 강한 주에 약간 부정적으로
마감했다. 약한 탄광회사가 감정을 압박했다. IPOX 고비중
5/11 IPO Glencore International Plc (GLEN LN: -4.85%)
가 오우버행으로 IPO 후 최저로 거래되었다. 남유럽 표출의
혼란스러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4/10 IPO 스페인 여행 예약
운영자 EUR 7bn Amadeus International (AMS SM:
+2.33%) 이 최고가로 마감했다. 부채의 평가상승으로이다.
전주에 벤치마크가 긍정적 감정을 보여주었고, IPOX 중국
(CNI: +3.93%) 은 두 주를 계속 상승했다. 벤치마크보다
앞선다.
 가장 중요한 IPO 시작 (주 06/11/12):
Company
Dongwu Cement International

Ticker
695 HK

Return / IPO (%)
+2.73%

중국본토 시멘트 제조회사 Dongwu Cement International
(695 HK: +2.73%)가 전주의 투자가능한 유일한 IPO 였다.
회사는 주도 중국 시멘트시장의 큰 실적 점프로 혜택을
받았다. 현재 H.K. IPO 시장의 어려운 가격과 거래 감정을
시사한다.
 주예상– 말레이지아의 큰 IPO
Company
Felda Global Vtrs.
Xiezhong Internl.

Code
FGV MK
3663 HK

Country
Malaysia
H.K.

Lead
All Major
Gjunan

중앙연방은행의 글로벌 주식에 대한 언급과 말레이지아의 Felda
Global Ventures (FBV MK), 펀드사이즈로 올해현재 두 번째로 큰
IPO 인, 주식시장 데뷔를 기다린다. 사적화가 세계의 세 번째로 큰
팜오일 제조자이고, 선거전날에 시작한다. 주목할 것은
주식제공의(63%) 큰 비율이다. 2011 말레이지아 IPO Petronas
Chemicals (PCHEM)의 부진한 최근 실적이다. 우리는 H.K.
IPO 의 조용한 감정을 예상하고 H.K. 딜유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의 자동차 부속 제조자 소자본 Xiezhong
International (3663 HK)도 포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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