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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 10월 12일 USDA 보고서 미리보기
2017년 10월 미 농무부(USDA) WASDE(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는 미국 대두 수확률이 9월에 보고되었던 
에이커 당 49.9부셸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
정치는 생산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전망을 했던 초기
의 수확률 보고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잠재 수확
률을 끌어올린 종자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9월 25일 
현재 대두 작물 중 수확이 이루어진 것은 10%에 불과하고 
지난 45일간 미 중서부의 건조했던 날씨를 감안할 때 USDA
가 수확률 전망치(최종적으로는 생산량)를 낮출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리노이, 미주리, 미시간 및 아칸소주
의 30일간 총 강우량은 평년 수준의 50% 이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미국 농작물
시카고에서는 8월 4일 ~ 9월 24일 강우량이 1.06인치에 그
쳤는데 이는 해당 기간의 역대 기록상 두 번째로 심한 건조
한 날씨였습니다. 가장 건조했던 해는 1.05인치를 기록했던 
1933년이었습니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네소타 
남부 및 아이오와 동부의 30일간 강우량은 평년 수준의 75% 
이하였습니다. 9월 보고서에 앞서 이루어진 작황 조사 마무
리 단계에서 수확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핵심 쟁점
은 꼬투리(pod) 발육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작황 
조사단은 자신들이 조사한 꼬투리가 작고 납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USDA 9월 작물생산보고서(Crop Produc-
tion Report)에 따르면 평균 꼬투리 무게는 지난해 0.327그램
에 비해서 매우 튼실한 0.340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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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장 시즌 막바지 날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평년에 
비해 더 서늘했지만 옥수수 벨트(Corn Belt)는 8월과 9월 강
우량이 평년 6.59인치에 비해 9.72인치를 기록하며 1895년 
이래 네 번째로 습한 8~9월을 경험했습니다. 9월 작물생산보
고서에서는 올해 18평방 피트 당 꼬투리 수가 지난해 1,870
개에서 감소한 1,678개를 기록하며 지난 17년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일 USDA가 꼬투리 수는 그대
로 두고 그 무게를 지난 3년 평균(0.320그램)으로 재추정하게 
된다면 평균 수확률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현재 분석가들의 
수확률 전망치는 USDA 9월 보고서보다 에이커 당 0.1~2.8부
셸 낮은 상황입니다.

왕성한 수요
생산량 및 수확률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수출시장과 국내 최종사용자의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것입
니다. 가장 최근의 8월 NOPA(미국 유지종자 가공업자협회) 
도정량(crushing)은 평균 추정치 142.4백만 부셸보다 거의 5
백만 부셸이 많고 지난해 131.8백만 부셸에서 상당히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USDA가 현재 18.95억 부셸인 2016/17년 
도정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2017/18년 
기초 재고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새로 이루어진 대두 수출에 관한 여러 보도
가 있었으며 주간 수출 보고서에서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두와 대두박에 대한 중국시장의 왕성
한 수요에 기인합니다. 9월 5일 이후 신규 수출의 내용을 보
면 약 3.4백만 톤의 대두가 중국 혹은 "미지의" 지역(종종 중
국으로 밝혀짐)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14일의 주간 수출량 2.338백만 톤은 2016년 10월 27일 
이후 주간 총 수출량으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에 기록한 2.9백만 톤의 순수출은 역대 가장 많은 주간 수출
량입니다. 그렇지만 9월 14일 현재 대두의 누적 수출량은 
USDA 2017/18년 마케팅연도 전망치의 36.4%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의 5년 평균은 51.9%입니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수출은 수확기를 거쳐 1월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 중국의 8월 수입 통계에 따르면 대두 
수입은 총 8.447백만 톤으로 2016년 8월에 비해 10% 증가했
습니다. 7월은 10.08백만 톤이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63.34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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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재고 보고서에 나타난 뜻밖의 강세   
9월 29일 곡물재고 보고서는 9월 1일 대두 재고가 301백만 
부셸인데 비해 평균 수출 추정치가 339백만 부셸이었기 때
문에 강세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재고량은 최저 수출 
추정치인 321백만 부셸보다 적었습니다. 이러한 재고 감소
가 실질적으로 2017/18년 기초 재고량을 345백만 부셸에서 
301백만 부셸로 감소시킵니다. 

10월 USDA 보고서에서 에이커 당 수확률이 (48.9부셸로) 1
부셸 감소하면 2017/18년 기말 재고량은 9월 추정치 475백
만 부셸에서 크게 감소한 339백만 부셸이 될 것입니다. 에이
커 당 2부셸 감소하여 47.9부셸이 되면 기말 재고량은 249백
만 부셸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고량/사용량 비율
은 2015/16년 이후 최저인 5.7%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작물 성장 시즌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늦게 파종된 대두부터 

수확률이 점차 줄어들어 기초 재고량이 감소하면 공급량이 
풍부한 트레이더에서 다소 타이트한 트레이더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자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니냐가 다가오고 있는가?
미국 기후예측센터는 최근 10월~1월 기간의 라니냐 발생 확
률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라니냐는 작물 성장 시즌 동
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를 야기합
니다. 브라질 날씨는 이미 극도로 건조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생산자들은 대기습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파종
을 미루고 있습니다. 

권장 매매전략 : 대두 1월물 $9.70 콜을 21센트에 매수. 목표
는 46센트. 해당 포지션에 대해 총 9센트의 리스크 감수. 

본 보고서에는 발행일 현재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독립적
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특정 선물 계약 및 관련 상품 옵션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일체의 거래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선물
계약 또는 상품 옵션 거래에서 손실 위험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그러한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신중
히 고려해야 합니다.  The Hightower Report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본 보고서를 재생산 또는 재전송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
히 금지됩니다. 위반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15,000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인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