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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별

선물시장 현황

1)소맥(ZWZ20) 선물가격(+11`0 , +1.8%)
CBOT 소맥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8%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11월 WASDE 보고서의 옥수수
및 대두의 재고 부족분으로 인한 상승 랠리에 힘입어 상승마감 했다.미 농무부는 화요일 오전
2020/21년 미국 밀 기말재고량 전망을 8억 7,700만 부셸로 줄였다. 농산물 브로커들은 약 8억
8,100만 부셸을 예상했다. 만약 미 농무부의 전망이 실현된다면 밀 비축량은 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옥수수(ZCZ20) 선물가격(+15`4 , +3.8%)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의 WASDE 보고서에서 미국의 농작물 전망치를 낮추고 수요를
끌어올린 데 이어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미 농무부는 2020/21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 및 수확량 전망치를 낮추고 수출을 늘리며 기말재고량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삭감해
가격상승을 견인했다. 미 농무부는 또한 중국에 대한 옥수수 수입 전망을 거의 두 배로 높였고
화요일 일일 수출 판매 발표에서 수출업체들이 미국산 옥수수 13만 톤을 한국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3)대두(ZSF21) 선물가격(+35`4 , +3.2%)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3.2% 상승했다. 대두 선물은 WASDE의 수요 추정치를 시장 컨센서스
보다 크게 상향 조정하자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농무부는 미국의 대두 비축량이
2020/21년 마케팅 연도 말까지 1억 9,000만 부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3/14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브라질의 곡물공급업체 Conab는 대두 수확량 전망치를 10월의 1억
3,367만 3,000톤에서 1억 3,495만 3,000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USDA는 아르헨티나의 2020/21년
대두 수확량 전망치를 지난달 5,350만 톤에서 5,100만 톤으로 낮췄다.

2.국제곡물시장 주요 뉴스
Argentine grains port workers, export firms still far from deal to end strike
(아르헨티나 곡물 항구 노동자와 수출 기업은 파업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음)
아르헨티나 농수산물 수출기업과 곡물항만 노동자들이 임금협상을 타결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화요일
항만실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세계 주요 수출국들 중 한 곳으로부터의 운송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파업을 연장시키고 있다. 곡물을 배에 싣기 전에 곡물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관들을 대표하는 URGARA
노조는 월요일 푸에르토리코 제너럴 산마틴, 산 로렌초, 퀘켄, 바히아 블랑카의 일부 주요 터미널에서
운송을 중단하는 등 임금 협상에 항의하기 위해 기습 파업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는 가공된 대두박과
대두유의 세계 1위 수출국이며, 생대두의 최대 판매국 중 하나이다. 곡물은 그 나라의 주요 수출 동력이자
절실히 필요한 외화의 중요한 원천이다. 민간상업항만회의소(CPPC)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URGARA와의 대화는 열려 있지만 현재로선 입장 차가 크다”고 말해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PPC 관계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해 “그들은 간헐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적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곡물로) 트럭 진입을 중단하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항만
부문 관계자는 URGARA의 작업 중단이 로사리오의 농수산물 수출 지역 항구에 있는 중요한 ACA
협동조합과 ADM.N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URGARA 노조 대변인 Juan Carlos Peralta은 “진지한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하고
앉아서 시위 현황과 (대책)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URGARA의 항의는 비록 농부들이 파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움직임이 적지만, 국내 농업계의 다른 노조들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3.금일 주목할만한 참고자료
1)2013~2020년도 시카고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움직임

*당사는 선물거래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헷지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 투자상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파생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탁잔고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 위험이
수반됩니다.*해외선물 거래시 온라인 수수료는 USD 기준 $7.5이며, 기타상품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