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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1차관,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및민생 현장 방문
- 예산 능금농협 유통센터 및 예산 5일장 방문 -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5일 (수) 오전,

충청남도 소재 농산물 유통센터(예산 능금농협)와 예산 5일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였다.
< 추석 맞이 민생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 ’21. 9.15.(수) 10:00~11:20
▪ 장소: 예산능금농협 유통센터, 예산시장(5일장) (충남 예산군)
▪ 참석: 기획재정부 1차관, 민생경제정책관, 예산군수, 예산능금농협조합장 등

□ 이 차관은 먼저 충남 예산군에 소재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지역
농협·지자체 등과 함께 금년 사과 작황 및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올해 사과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확대되어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공급 중인 성수품 물량도 전년보다 2배 확대되어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
* 사과 생산량: (20년) 422천톤 → (21년 예상) 475천톤(전년비 12.5%↑)
** 사과 성수품 공급량: (20년) 7천톤 → (21년목표) 14천톤(전년비 100%↑, 9.14 현재 13천톤 공급)

*** 사과 가격(홍로 10개 기준): (‘20.9.14) 29,715 → (‘21.9.14) 26,721(전년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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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 선호 과일인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협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추석까지
공급량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차관은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예산 5일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판매상황을 살펴보고,

ㅇ

사과, 소고기 등 추석 선물을 구입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

이 차관은 추석 차례상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작년
보다 1주일 빠른 추석 3주전(8.30일)부터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평시대비 1.4배(‘20년 1.3배) 확대하고 있으며,

ㅇ

성수품 공급실적(8.30일~9.14일)이 16.9만톤에 달하여 당초 계획인
15.0만톤 대비 112.4% 를 공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ㅇ

추석물가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추석까지 남은기간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세심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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