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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별

선물시장 현황

1)소맥(ZWH21) 선물가격(+1`6 , +0.3%)
CBOT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밀 선물은 장중 대부분 마이너스 영역에서
거래된 후 장 막판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USDA는 미국의 최고 겨울 밀 생산지역인
캔자스주에서 2월 중 겨울 밀의 상태 등급이 하락했지만 다른 평원 주들에서는 월별 등급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수입업체들은 제분용 밀과 동물 사료용 밀을 약 14만 5천 톤
구입했다.

2)옥수수(ZCH21) 선물가격(+2`6 , +0.5%)
옥수수 선물가격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서 옥수수 파종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상승했다. 그러나 남미 지역의 기술 매도와 강력한 수확 기대감으로 인해 시장이 압박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이 11명의 분석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종 지연 전망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농민들은 좋은 가격 속에 파종 면적을 1,944만 ha까지 확대함에 따라 10억 820만 톤의
기록적인 옥수수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대두(ZSH21) 선물가격(+22`2 , +1.6%)
CBOT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6%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의 수확
지연으로 미국 공급에 대한 수출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두박과 대두유 선물도 강세를 보여 2013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두의
수출 속도가 빨리지면 대두박과 대두유에 사용되는 분쇄용 대두의 공급량이 제한될 수 있다.

2.국제곡물시장 주요 뉴스
Brazil 2020/2021 corn crop to reach record 108.2 mln T driven by
area increase, prices
(브라질 2020/2021 옥수수 작물은 면적 증가와 가격상승에 따라 기록적인
1억 820만 톤에 도달)

화요일 로이터 통신이 11명의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은 올 시즌
곡물 가격이 양호한 가운데 재배 농가가 면적을 확대함에 따라 1억 820만 톤의 기록적인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옥수수 면적은 약 100만 ha 증가한 1,944만
ha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의 평균 예측에 따르면, 브라질 제2기작 옥수수 작물의 1/4은
이상적인 기상 조건 밖에 파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생산량은 지난 시즌 정부가 추산한 1억
250만 톤보다 5.54% 높을 것이라고 한다. 제2기작 옥수수 작물은 올해 브라질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국가 생산량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고 브라질은
수출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할 것이다. Céleres의 시장 분석가 Daniely Santos는 “옥수수 경작지가
크게 증가하여 제2기작 옥수수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확량 손실의 영향이 잠재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제2기작 옥수수는 수확 후 대두와 같은 지역에
파종되지만, 올 시즌 대두 작물의 파종 지연으로 인해 농부들은 옥수수 작물의 일부를 이상적인
기상 조건 밖에 심어야 한다. AgRural의 분석가 Adriano Gomes는 현재 주기의 농경지 확대는
농부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매력적인 가격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AgRural에 따르면 2월 18일까지 중남부 주에서는 제2기작 옥수수 파종 면적이 24%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시즌 이맘때 파종되었던 51%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U.S. may need to look beyond 2022 to solve historic tightness in
soybean supply
(미국은 역사적인 대두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을 넘어야 할
수도 있음)

미국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과잉 대두 공급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주로 최고 구매 국가인
중국과의 무역 중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수에 관련하여 올해 말 미국의 비축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 농무부에 따르면, 올 여름 기록적인 농작물도 2022년
중반까지는 상황을 크게 완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부는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대두 면적이 올해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무부는
오는 2021/22년 국내 기말 재고량을 1억 4,500만 부셸로 고정해 올해 전망치인 1억 2,000만
부셸에 이어 8년 만에 두 번째로 작은 규모다. 이를 통해 재고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해답은
중국의 미래 수요, 질병 통제, 생산 회복, 중국의 최고 대두 재배국인 브라질의 생산과 수출 능력
확대, 미국의 여름 날씨, 옥수수 가격 등 여러 품목에 달려 있다. 그러한 것들은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하지만, 무역업자들은 다음번 공급 전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2017년 중국의 수입 완화와 2019/20년 미국의 수입 감소에 대한 안이한
대처 등이 눈에 띄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최근 3년간 미국 비축량이 급증과 감소에 기여했다.

3.금일 주목할만한 참고자료
1.USDA Weekly Export Sales (미 농무부 주간 수출판매량 ~2월 18일)

1)익일(현지 25일) 22:30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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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