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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미국과 유럽 벤치마크가 하락했다. 부정적 경제소식이
이자율을 디플레이션으로 이끌기 시작해서이다.
IPOX
글로벌 50 가 상대적 강한 주를 기록했다. 중국관련의 표출이
상승하면서이다.
Facebook
(FB)
IPO
의
후에,
중요한 IPO 딜유입은 없다.

[주 06/04/2012]

 주요사항




글로벌 시장의 하락속에, IPOX 글로벌 50 가 중국관련의
표출이 강해지면서 크게 실적우위였다: IPOX 글로벌 50
(IPGL50), 사 년의 로테이션 사이클로 중요한 글로벌
IPO 와 파생회사의 실적의 주요 게이지인, -1.63% 가
떨어져 +5.03%이다. 벤치마크 MSCI 세계에 비해 +753
bps.의 상대적 상승을 하고 있다. 상대적 강세는 아시아퍼시픽 거래의 대형자본의 큰 상승에 의한 것이다. 중국
리얼 이스테이트 개발회사 Evergrande Real Estate
Group (3333 HK: +10.34%), 중국금융 CITIC Securities
(6030 HK: +5.94%), 크게 타격을 받았던 중국
산업 Longyuan Power Group (916 HK: +3.48%) 이나
금융 AIA Group (1299 HK: +2.23%)이 주도했다. MEG
Energy Corp. (MEG CN: -12.29%)가 오일의 큰
하락으로 떨어졌다. 러시아의 Yandex NV (-8.97%)와
Facebook (FB: -13.13% !!!) 프록시 Mail.ru (MAIL LI: 8.79%) 가 대하락자가 되었다. 미국은 다시 IPOX 글로벌
총체(IPGLC) 영역에서 최고실적지역이 되었다.: IPOX
고비중 Visa International (V: -5.96%) 와 이차적 이름인
Teradata (TDC: -8.36%)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IPOX
미국영역은 베치마크와 같은 선이다: IPOX 미국 30
(IPXT: -3.26% to +7.73%)는 S&P 500 (SPX)와 같은
선으로 하락햇다. 올해현재 +610 bps 를 앞서고 있다.
주목할 것은 광범위한 IPOX 미국 100 (ETF: FPX)가 러셀
2000 (RUT)에 대해 실적우위이다. 그로서 The Fresh
Market (TFM US: +17.66%)과 상담그룹 Booz Allen
Hamilton (BAH US: +9.75%)이 상승해서이다. 와렌
버펫의 버크사이어 하사웨이(BERK US: -0.29%)의
주요 IPOX 구성회사 VOLT 제조회사 General Motors
(GM: -1.92%)과 할인가게 Dollar General (DG:
+2.19%)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다.
주요 IPOX 전략 2012 올해현재비교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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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2.50
-2.74
-3.57
-3.26
-3.23
-5.37
-5.95
-2.75
-0.07
-0.27
1.13
0.86

YTD 2012

Name

5.03
1.52
-2.50
7.11
7.73
1.63
-10.87
-14.22
-6.24
7.82
-3.62
0.2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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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전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던 기업공개회사들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Facebook Inc. (FB -13.13% !!!), LinkedIn (7.12%), Zynga (-9.08) 와 Groupon (GRPN: -19.59%)이
그 예이다.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IPOX 유럽영역(IXTE,
IPXUJPEU) 의 상대적 실적이 압박을 받는다. 스페인
금융 Bankia (BKIA SM: -35.03%) 와 Caixabank (CABK
SM: -10.17%) 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이다. IPOX 아시아퍼시픽 영역 (IPTA) 안의 실적은 혼조세이다. IPOX 아시아퍼시픽 30 (IPTA: -0.07%)가 주를 약간 낮게 마감했다.
포트폴리오가 벤치마크 MSCI 아시아-퍼시픽보다(MXPC)
+1144 bps. 를 앞선다. 마카우의 카시노 혼합체의 좋은
주다. Wynn Macau (1128 HK: +2.50%) 와 Sands China
(1928 HK: +1.35%) 가 지지했다. Gree Inc. (3632 JP: 17.57%), 미국 사회 네트워크 회사의 가치 시금석이었던,
대단한 매도로 하락했다.
 가장 중요한 IPO 시작 (주 05/28/12):
Company
No major

Ticker

Return / IPO (%)

10 덜 중요한 글로벌 IPO 가 전주에 시작했다. 평균 (미디언)
IPO 가 +2.77% (+2.45%)이다. 중국본토 기업공개가
중점이다. 다섯 IPO 가 거래시작했다.
평균(미디언)
최초상승이 +5.47% (-0.10%)이다.
 The Week ahead - Amid the slump, no IPOs
Company
No major

Code

Country

Lead Manager

글로벌 리스크 스파이크와 Facebook (FB US)리스크
가격혼란 후에 중요한 글로벌 딜의 연기/취소를 가져왔다.
Graff Diamonds (1306 HK) 기업공개와 싱카포르의
Formula One Holdings 의 이슈가 그 예이다. 선물과
옵션만기와 IPOX 지수 재조정주에 앞서, 중요한 딜은
내주에 없다.



IPOX 지수 2012 년 6 월 재조정 스케줄: IPOX 지수
2012 년 6 월 재조정 스케줄과 과정을 아시려면, 우리
웹사이트 (www.ipoxschuster.com) 를 참조하시거나
(312) 612-6935 로 전화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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