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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별

선물시장 현황

1)소맥(ZWH21) 선물가격(-6`2 , -1.0%)
CBOT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밀 선물은 USDA가 WASDE 보고서를 발표한 후
하락 마감했다. USDA는 WASDE 보고서에서 20/21 시즌 밀 기말재고량을 8억 3,600만 부셸로
발표했으며 또한 가축 사료 공급 업체의 사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 세계 밀 재고량
전망을 약 9백만 톤 낮추었다.
2)옥수수(ZCH21) 선물가격(-7`4 , -1.3%)
옥수수 선물가격은 WASDE 보고서에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미국의 옥수수
기말재고량(Ending Stock)을 발표하면서 하락했다. USDA는 20/21년 미국 옥수수 기말재고량을
1월의 15억 5,200만 부셸에서 5천만 부셸 감소한 15억 200만 부셸로 전망했다. 예상 레인지의
평균값은 13억 9,200만 부셸이었다.

3)대두(ZSH21) 선물가격(+14`0 , +1.0%)
CBOT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대두 선물가격은 USDA가 발표한
WASDE 보고서에서 수출량을 늘어난 반면 기말재고량은 줄이면서 약 3주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대두 기말 재고량은 1월의 1억 4천만 부셸에서 감소한 1억 2천만 부셸로 전망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레인지 평균은 1억 2,300만 부셸이었고, 대두 수출 전망치를 22억 5천 만
부셸로 상향 조정했으나, 대두 분쇄 수출 전망치는 22억 부셸로 변동이 없었다.또한 20/21
시즌 미국의 대두 재고 사용률이 2.61%로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년전보다 약 77% 하락한
수준이다.

2.국제곡물시장 주요 뉴스
Paris wheat slips with Chicago after USDA crop report
(파리 밀은 미 농무부의 작물 보고서 발표 이후 시카고와 함께 하락)
유로넥스트 밀은 미 농무부가 예상보다 높은 옥수수 공급량을 발표하면서 시카고 곡물 선물의
하락을 쫓아갔다. 유로넥스트의 제분밀 BL2c1은 톤당 1.2%(2.74)유로 하락한 223.75유로를
기록했다. 유로넥스트의 장이 마감될 무렵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 세계 곡물 보고서에서
2020/21년 미국 옥수수 재고 전망치는 예상보다 낮았고, 전 세계 옥수수 전망은 예상보다
높았다. 한 선물 딜러는 “미 농무부 보고서는 모두 옥수수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이번 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동해(凍害)에 덜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한 무역상은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충분히 쌓여있어 현재
겨울 밀과 다른 겨울 곡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무역업자들은
낮은 기온으로 눈이 녹지 않아 물류를 방해하는 운하의 동결에 대해 우려했다. 함부르크에서
2월 인도분을 위한 단백질 12% 함유한 제분밀 BL2H1은 6유로 안팎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4유로를 찾는 구매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France raises winter soft wheat area outlook; cuts barley, rapeseed
(프랑스는 겨울 연질밀 지역 전망 상향조정; 보리, 유채 하향조정)
프랑스 농업부는 작물보고서에서 2021년 겨울 연질밀 면적 추정치를 12월의 473만 ha에서
486만 ha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20년 대비 15.2%, 지난 5년 평균보다 0.7% 증가한 수치이다.
농업부 2021년 겨울 보리 면적 추정치를 12월의 126만 ha에서 121만 ha로 낮췄다. 이는 2020년
대비 3.1% 높았지만 5년 평균보다는 9.1% 낮았다. 2021년 겨울 유채 면적 추정치는 12월의
113만 헥타르에서 100만 ha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20년 대비
9.8%, 지난 5년 평균보다 26% 낮다.

3.금일 주목할만한 참고자료
1.USDA WASDE Reports ( 미농무부 2월 농산물수급전망 보고서)

1)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은 지난달 보다는 적었지만
예상치보다 많았음. 밀은 글로벌 기말재고량이 크게
감소함.
2)수출부분은 옥수수 수출은 25억5천만에서 26억
부셸로, 대두 수출은 22억 3천만 부셸에서 22억 5천만
부셸로 증가했음. 밀은 큰 변화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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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