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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성의 9월 수요/공급 보고서 
사전 전망
8월의 양호한 기후와 좋아지는 작황 상태를 감안할 때 9월 
12일에 발표될 미국 농무성 보고서는 대두 시장에 대한 약세
적 경향을 띌 것 같습니다. 작황 상태는 양호/우수 비율이 7
월 말에는 57%선으로 낮았지만 8월 27일에는 61%로 호전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8월에는 작황 상태가 더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호전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 농무성이 작물 수확 예상량을 8월 보고서의 에이
커당 49.4 부셀에서 9월에 에이커당 49.9 부셀로 높일 경우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인 44.26억 부셀이 될 것이며 이는 8월
의 예상량보다 4,500만 부셀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두 수확량이 높게 수정될 가능성은?
8월 보고서에서 미국 농무성은 2016/17년의 미국 대두 기말 
재고(또한 2017/18년의 기초 재고)를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
량인 3억7천만 부셀로 확정지었습니다. 미국 농무성 주간 수
출 검사 보고서의 데이터는 2016/17년 최종 수출량이 동 기간
에 대한 미국 농무성의 예상량보다 약 2,100만 부셀이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17/18년 기초 재고
는 비슷한 수량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생산량과 기초 재고량
이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할 때, 2017/18년 기말 재고는 5억 4천 
200백만 부셀로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는 지난 달의 추정치인 
4억 7천 5백만 부셀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역사상 
두번째로 높은 기말 재고량이 될 것이고 재고/사용율을 12.6%
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달에 예측한 11%과 작
년의 8.9% 및 2015/16년 기간의 5% 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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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에 들이닥치는 추위?

미국 농무성 보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공급 뉴스는 약세
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초 및 그 이후의 기상 예보에 대한 
일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기상 예보에 따르면 9월
의 첫 2주 동안은 정상 온도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
장 우려가 되는 지역은 사우스 다코타 및 노스 다코타 주, 위
스콘신 주, 미네소타주, 일리노이 주 북부 및 인디아나 주 북
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스 다코타 주, 사우스 다코
타 주 및 미네소타 주는 대두 경작지가 총 2천 80만 에이커로
서 전체 미국 파종지의 23%을 차지합니다. 갑자기 결빙 기후
가 들이닥쳐 그 지역의 농작물 생장기가 조기에 끝날 경우 가
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들은 온도가 얼마나 낮아
지느냐에 따라 계속 이리저리 달라지며, 현재의 모델은 빙점 
보다 여전히 높은 화씨 30도 중반에 머물러 있어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두의 탄력성
지난 3년 동안의 대두 수확량과 최근에 보인 종자 기술의 발
전을 고려할 때, 기후만 순조롭다면 잠재적 수확량은 굉장합

니다. 예를 들면, 2012년의 극심한 가뭄 사태로 옥수수 수확
량이 추세선보다 25% 낮아졌습니다. 대두 수확량 예상도 역
시 낮았으며, 9월 예상 수치는 에어커당 35.3 부셀로서 당초 
에이커당 40.5 부셀로 내다본 7월의 예상 수치보다 낮아졌습
니다. 그러나 8월 초에 약간의 비가 내리고 전반적인 작황 상
태가 좋아지면서 최종 대두 수확량이 에이커당 40.0 부셀로 
북귀되면서 추세선 보다 9%밖에 낮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대두 작황 상태를 보면, 최종적인 기후가 좋
은 상태에서 9월로 접어들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매년 추
수가 진행되고 최종 집계가 되면서 작물 수확량이 좋아졌습
니다. 2016/17년에 최종 예상량이 8월 예측량 보다 높은 에이
커당 3.2부셀로 나왔으며, 2015/16년에는 최종 예상량이 8월 
보다 높은 에이커당 1.1 부셀이었고, 2013/15년은 최종 예상
량이 2.1부셀이나 더 높았습니다. 결론은 향후 3주 동안에 수
확 계절을 마감하는 일종의 냉한 기후나 결빙 상태가 존재하
지 않는 한 대두 수확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대두는 약세 추세에 있으며 저항선은 현재 $9.54 ¾ 및 
$9.62 ¼입니다. 그 다음 하향 목표는 $9.09 ¾ 및 $8.99 ¼입
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2017/18년 기말 재고 예상량이 5억 4천 2백만 부셀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 수치는 전 세계 기말 재고를 
9천 9백 60만 톤으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 수치는 사상 최고치로서 이전 기록인 2016/17년의 9천 698만 톤과 2015/16년의 
7천 706만 톤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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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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