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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별

선물시장 현황

1)소맥(ZWH21) 선물가격(+3`2 , +0.5%)
CBOT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밀 선물은 미국 곡창지대의 한파로 인해
Winterkill 우려로 작물 상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 되며 상승 마감 했다.밀 선물가격이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후 일부 투기거래자들은 기술적 저가 매수세에 주목했다.
2)옥수수(ZCH21) 선물가격(-2`2 , -0.4%)
옥수수 선물가격은 현물 시장의 약세로 인해 하락 마감했지만 강한 수출 수요로 인해 감소폭이
제한되었다. USDA는 민간 수출업체들이 20/21 마케팅연도에 과테말라로 11만 5,577톤의
옥수수를 판매했다고 밝혔고 코스타리카로 19만 5,338톤(2020/21 마케팅연도 13만 5,644톤,
2021/22 마케팅연도 5만 9,694톤)의 옥수수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3)대두(ZSH21) 선물가격(+4`4 , +0.3%)
CBOT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대두 선물가격은 주말을 앞두고
트레이더들이 스퀘어포지션을 취하며 상승 마감했다. 대두 선물은 대부분의 세션에서 마이너스
영역에서 거래되었지만, 공급 부족과 강한 수출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한것으로 보인다. 정부
데이터와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수확 지연으로 인해 21년
중국의 대두 수입은 평년보다 미국에 더 오래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2.국제곡물시장 주요 뉴스
Brazil’s slow soybean harvest widens U.S. export window
(브라질의 느린 대두 수확으로 미국 수출 창구 확대)
세계 최고의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수확이 지연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대두 시장은
2021년 경쟁 수출국인 미국에 평소보다 더 오래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정부 데이터와
무역업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산 대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는 미국의 오일시드 공급량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팬데믹 기간 동안 각 국이 식량을 비축하면서 식량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두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 구매량을 대폭 늘린 뒤 전
세계 대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산 대두 선물이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연중 첫 3개월 동안 대두를 수확해 미국 수출의 독주를 막는다. 그러나
브라질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 파종이 지연되고, 수확기에 비가 내리면서 수확도 늦춰졌다.
브라질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두 출하량은 4만 9,500톤으로 1년 전보다 28배 감소해
선박 한 척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쟁국인 미국은
1월에 약 890만 톤을 선적했는데, 이는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이다. Cargill
CARG.UL 및 Bunge BG.N과 같은 곡물 수출 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 그룹인 Anec은 현재
브라질의 부족이 경쟁국들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nec은 2월 브라질의 대두
출하량은 당초 예상했던 85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무역상은
로이터 통신에 “브라질의 공급은 3월까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월과 4월에
대두는 설탕과 한정된 적재 용량을 놓고 경쟁할 것이므로 브라질 항구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수입국들, 특히 중국은 해운 중단이나 농산물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곡물 및 오일시드의 구매를 늘려왔다. 중국은 가축 사료를 만들기 위해 남미와 북미에서
곡물 및 오일시드를 구입한다. 지난 1월 미국 항구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약 560만 톤은 미국의
대두 선적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멕시코와
이집트로의 대두 수출도 사상 최대였다. 수확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두의 대부분을
중국에 판매하는 브라질은 앞으로 1억 3,300만 톤의 기록적인 수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주 브라질 수출에 대한 2020/21 전망을 변경하지 않고, 미국 대두 수출 전망을
55만 톤으로 상향조정했다.

Britain’s wheat imports accelerate during December
(영국의 밀 수입은 12월에 가속화됨)
영국의 밀 수입은 12월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세관 자료에 나타났다. 한 달 동안 밀 수입량은 총 33만 2,458톤으로, 11월의 20만
8,948톤에서 증가했다. 독일은 12월에 13만 6,083톤을 선적한 가장 큰 공급국이었고, 덴마크가

10만 3,121톤을 운송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0/21 시즌 시작 이후 누적 수입량은
143만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55만 1,807톤)보다 증가했다. 지금까지 시즌 동안, 독일은
영국에게 41만 844톤을 선적한 최대 공급국이다. 지난해 여름 미국으로부터의 밀 수입은 966만
톤에 불과해 전년 대비 40.5% 감소했지만, 올 시즌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 수출된
밀은 총 2만 165톤이다. 현재까지 시즌 누적 수출량은 11만 6,709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수출된
84만 1,414톤에 크게 못 미쳤다.

3.금일 주목할만한 참고자료
1.CFTC COT REPORTS (CFTC 투기적거래 포지션 보고 ~2월 9일 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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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