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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USDA) 9월 공급/수요 보고서의 대
두 전망
미국과 전 세계 기말재고가 전월 대비 높게(새로운 신고점으로) 수
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량을 모두 소진하려면 대두 가
격이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과의 무역 전쟁이 아직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9월 12일 발표 예정
인 9월 USDA 작물생산 및 수요/공급 보고서에 시장에 대한 약세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1월물 대두 가격은 트레이더들이 더 
큰 수확량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요 둔화를 가격에 반영하
면서 지난 9 거래기간 동안 78센트나 하락했습니다 (-8.6%). 

8월말의 프로파머 크롭 투어(Pro Farmer Crop Tour) 이후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대두 수확량은 에이커 당 
53부셸로 고정되었습니다.  USDA가 전월과 동일한 사용량 추산
치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53부셸의 수확량(USDA 8월 보고서보
다 2.7% 상승)은 기말재고를 908백만 부셸까지 밀어올리게 됩니
다. 이는 2006/7 시즌에 세워진 이전 기록보다 334백만 부셸 더 많
은 것이며, 그로 인해 재고율도 21.3%라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입
니다. 다른 국가의 생산량과 사용량에 추가적인 변화가 없다고 가
정하면, 전 세계 기말재고는 이전 기록보다 13% 높은 109.25백만 
톤이라는 신고점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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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가 9월 보고서에서 생산
량 예상치를 높일 것이라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주간 경작 진척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작황이 
강하다는데 있습니다. 가장 최
근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6일자
로 미국 대두의 66%가 우수/최
상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그 전 
주 대비 1%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수치는 전년 및 10년 평
균 대비 5%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이 기술적으로 과매도 단계
이긴 하지만, 11월물 대두는 여
전히 7월 16일에 기록한 저점
인 $8.26 ¼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
갈 경우 다음 목표점은 $7.89 ½ 
이 될 것입니다. 매도 저항선은 
$8.62 ¾ - $8.74 ¼ 구간입니다. 

미국 대두 작물 조건
우수 / 우수 - 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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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大豆 - 期末库存与
库存消费比

대두유 – 숏커버 랠리가 나올 것
인가?   

대두박과 대두는 하방이 더 열려 있는 반
면, 대두유는 28.00 부근에서 적절한 지지
선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트레이더
들이 기록적인 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호재가 될 작은 뉴스라도 나
오면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
가 미결제약정이 줄어드는 것이 숏커버 추
세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7월 12일 이후로 신 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식물성 기름 시장은 역사적으
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측
면의 수요로 인해 식물성 유백류나 곡물보
다 탄탄한 지지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
다. 또한, 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엘니뇨
가 동남아시아 팜유 생산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미루어 볼 때, 
수요와 공급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대두박
이나 대두 시장이 바닥을 치기 전에 대두
유 시장에서 먼저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물 대두유의 인접 지지선은 
28.21이며 28.96 위로 마감할 경우 상당한 
숏커버를 불러오기 충분할 것입니다. 첫 번
째 핵심 저항선은 29.81이며 30.38에도 추
가로 저항선이 놓여 있습니다. 

권장 매매전략

1)  11월물 대두를 $8.62에 매도하며 목표
가는 $7.81. 거래 리스크는 $8.86까지
로 설정. 

2)  12월물 대두유를 28.25에 매수하며 목
표가는 31.94. 거래 리스크는 27.35까
지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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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OIL - COT - 선물 및 옵션 
관리 돈 상인 - 순 포지션 - 계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