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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면시장은 매우 글로벌화되어 있어 매년 전세계 수확원면의 1/3이상이 국제적으로 거래됨.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월간 원면 경제보고서는 몇가지 국제원면가격을 추적하고 있음. 이들 국제가격 각각이 원면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각 국제가격의 의미는 서로 다르고 이 문서의 목적은 이들 국제가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설명하는 것임.

뉴욕 근월물(NEW YORK NEARBY)
뉴욕근월물은 미국원면선물시장을 일컫는 말임. 대부분의 상품들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며 서로 다른 상품들은
다른 계약월 즉,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는 상품 인도 월을 가지고 있음. 뉴욕선물시장에는 다섯개의 계약월(3월,
5월, 7월, 10월 그리고 12월)이 있음. 계약월들은 선물에서 특정 월에 인도되는 원면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그날
기꺼이 매수/매도할 의향이 있는 가격을 의미함 (예를 들어 3월 계약은 3월에 인도되는 원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매도 가격을 나타냄). “근월물(nearby)”의 용어는 해당시점 이후의 계약월 중 종료에 가장 근접한
계약을 의미함. 예를 들어, 1월에는, 근월물 가격이 3월물을 일컫는 것임. 4월에는, 근월물은 5월물이 됨.
근월물의 중요성은 이 가격으로 표시되는 원면이 곧 인도된다는 것임. 이것은 근월물 가격이 즉시 선적되는 섬유에
대한 시장가격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을 시사함.

A 인덱스 (A INDEX)
A Index는 1960년대부터 Cotlook에 의해 발표되어 왔으며 “세계원면가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
가격지수는 원면 머천트들의 일간조사에 기반하고 있고 국제 원면 머천트들이 세계 원면의 대부분이 방적되는
극동지역의 방적공장에 오퍼하는 평균수출가격으로 표현되고 있음. “medium grade” 원면만이 A Index에 포함될
수 있고 현재는 전세계 16개의 서로 다른 품종이 평균에 포함될 자격이 있음.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장 싼
5개의 품종만이 A Index로 환산되는 데 사용됨. 평균에 있어서 가장 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배경의 논리적
근거는 보다 싼 원면이 보다 많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보다 싼 원면 품종의 가격 평균이 세계
시장에서의 거래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음. A Index는 두 가지 이유로 뉴욕근월물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음.
첫번째는 이유는 A Index로 대변되는 원면의 품질이 뉴욕선물로 대변되는 품질보다 약간 높음. 그리고 둘째이유는
A Index 가격들은 극동지역으로의 선적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중국 원면가격지수 (CHINA COTTON (CC) INDEX)
중국원면가격지수(CC Index)는 중국내 원면가격을 의미함. 이것은 중국 방직공장에 인도되는 원면에 대한 중국
머천트들의 오퍼가격을 단순 평균낸 것임. 서로다른 원면품질의 가격을 반영하는 가격들이 존재하면서 몇몇 다른
CC 인덱스들이 있음.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CC 인덱스는 328 등급에 대한 것임. CC 인덱스(328)는
중국정부의 비축시스템으로 행해지는 구매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월간 원면경제 보고서에서 추적하는 가격 지수임.

인도와 파키스탄 현물시장 (INDIAN & PAKISTANI SPOT MARKETS)
현물가격은 현금에 의한 즉각적인 원면거래를 의미함.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현물시장은 인도와 파키스탄임. 이들
시장에서의 일일평균가격은 각각 국가의 원면협회가 발표함. 극동지역과 중국내 방직공장 각각에 인도되는 일체를
포함하는 가격을 나타내는 A 인덱스 및 CC 인덱스와는 다르게, 이들 가격에는 어떤 운송비도 포함되지 않음.

세계원면시장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코튼인코퍼레이티드의 교육용 podcast를 청취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