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러웨이 트레이딩 ㈜ 8 월 뉴스레터 

Phone:	(509)	962-6767		•		Sales@Calaway.net		•		www.calaway.net	
한국 세일즈,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Phone: 한국 (02) 502-9186 • E-mail: calagri@chollian.net 

Soybeans Add to Biggest Climb in 13 Months on U.S. Crop Outlook 

Aug. 13 (Bloomberg) -- Soybeans rose for a second day in Chicago, adding to the biggest 
advance in 13 months after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lowered its estimate for 
domestic production of the oilseed. 

Farmers in the U.S., the biggest soybean grower, will gather 3.26 billion bushels this year 
following excess rain in May and June that reduced acreage and hurt yields, the USDA said 
yesterday. That compared with the 3.42 billion bushels expected last month. 

China, the leading global soybean importer, is buying the oilseed in record-high amounts at 
the same time the USDA is forecasting a smaller crop. The agency also cut estimates for 
U.S. corn yields and stocks before next year’s harvest because of rain. 전체기사 별첨 첨부 

/신/곡/작/황/보/고/ 

티모시 

콜롬비아 베이즌 지역 — 남쪽 베이즌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2번초 수확이 진행 중

입니다.  주말에 소나기가 있었지만, 아직은 얼마나 비를 맞았는지 확인 중입니다. 

엘렌스버그 지역 — 2-3군데 필드에서 2번초가 수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2번초

는 8월말쯤 수확될 예정입니다.   

알파파 
콜롬비아 베이즌 지역 — 현재 3번초 예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소나

기로 얼마나 비를 맞았는지 확인 중입니다.   

클라마스폴스 지역 — 1번초 수확은 완료되었지만, 약간 비 맞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1번초는 형상이 좋고 분석치가 높아서 가격

이 비쌉니다.  일부 2번초도 비를 맞았습니다.  물 부족으로 3번초 재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벨리 지역 — 1번초는 약간의 서리 피해로 형상이 좋지 않으며 분석치도 낮습니다.  일주일 전에 2번초 예취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까지는 좋습니다.  대부분 2번초는 다음주까지 수확될 예정입니다.  만약 3번초가 나온다면, 아주 소량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캘리포니안 지역 — 2-3주 전에 5번초 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석치가 낮아서 TMR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사에서 GRI를 9/01 적용으로 

o$80/20’ $100/40’ 공지하였습니다.  그런

데, 일부 선사들은 9월 중순으로 연기한

다고 하고, GRI 공지를 하지 않았던 선사

들도 9월 중순부터 적용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하겠습니

다.  

August 2013 

Calaway Trading, Inc. 

 Coming Soon 
폐사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될 예정입니다.   1-2주 안에 보실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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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인 및 버뮤다 

캘리포니아 지역 — 1-2주 전에 3번초 예취를 시작했습니다. 

수단 

캘리포니아 지역 — 7월 둘째 주부터 유마 지역 2번초 예취가 

시작되었지만, 7/21 심하게 내린 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엘센트로 지역은 대략 2-3주 전에 예취를 시작했습니다.    

엘렌스버그 지역 — 수확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 많은 양이 

예취될 예정입니다.    

짚류 

오레곤 지역 — 처음 수확된 일부는 비를 맞았고, 그 이후로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반적

으로 품질이 좋습니다.  남쪽 하부 지역은 대략 25 -30% 비를 맞았습니다.  상 북부와 중 북부 지역은 전혀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작

년 가을과 올 봄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에이커당 1톤씩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종자 채취량과 짚류 생산량 모두 줄었습니다.    

“키타타스 벨리지역의 수단 재배면적이 대략 2012년의 

두배입니다.  지난주에 엘렌스버그 지역에서 올해 PNW 

수단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른 2번초 티모시도 

이 지역에서 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Jeff Calaway, CEO 

cont’d. 

/일/기/개/항/  (8/14 — 8/24) 

동부 워싱턴 지역  

낮 — 섭씨 29도 - 35도.  맑은 날과 구름 낀 날 반복 

저녁 — 섭씨 13도 - 17도   

오레곤 지역 

낮 — 섭씨 29도 - 32도.  대부분 구름 낀 날과 2-3일 정도 

맑은 날  

저녁  — 섭씨 13도 - 17도   

캘리포니아 지역  

낮 — 섭씨 41도– 44도.  아주 청명한 날 

저녁 — 섭씨 21도 - 28도  
Wade Dixon, Procurement Mana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