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시군명 직거래장터명 운영기간(일수) 행사 주요 내용(취급 품목, 할인율 등) 연  락  처 비고(이벤트 등 특이사항)

가평군 가평군 설명절 직거래 18.2.5. ~ 2.9.(5일간) 지역 특산물(잣, 사과, 배, 포도즙, 버섯 등) 031-580-4772 관내 농가 직접 공급

고양시 송포농협 2.5~15(11일간) 사과,배,선물셋트판매 031-839-8091 농협제공

고양시 신도농협 2.1~2.14(14일간)  선물세트 ( 신용카드 및 쿠폰적용 할인 등 ) 02)3156~5629 농협제공

고양시 일산농협 로컬1호점 2.12~2.15(3일)  사과,배등 제수용품  과일선물세트 할인행사 031-906-3666 농협제공

고양시 일산농협 로컬2호점 2.12~2.15(3일) 사과,배등 제수용품  과일선물세트 할인행사 031-975-8322 농협제공

광명시 직거래장터 매주 화, 금 운영 부추, 파, 호박, 상추 등 농산물 02-2205-5821

광주시 축산물 직거래장터 18.2.1. ~ 2.12.(12일간) 한우, 계란, 벌꿀 등 031-760-4584

광주시 광주축협 18.2.8 ~ 2.14.(7일간) 과일, 제수용품 등 031-762-9341

광주시 곤지암농협(만선지점) 18.2.12. ~ 2.15.(4일간) 과일, 특산물 등 031-762-6038

광주시 광주농협 18.2.8. ~ 2.15.(8일간) 과일(사과,배), 특산품, 제수용품 031-764-2600

광주시 오포농협(본점,매양,신현지점) 18.2.9. ~ 2.15.(7일간) 과일, 제수용품 등 031-766-5700

광주시 중부농협 18.2.9. / 2.12 ~ 14.(4일간) 과일, 제수용품 등 031-761-8696

광주시 초월농협 18.2.5. ~ 2.15.(11일간) 사과, 배, 한라봉, 천혜양, 곶감, 수삼 031-766-4434

광주시 퇴촌농협 18.2.10. ~ 2.15.(6일간) 과일(사과,배), 채소류, 제수용품 031-768-7700

구리시 구리농협 하나로마트 직거래 장터 18.2.12. ~ 2.19.(8일간) 잡곡, 배즙, 사과즙, 무, 배추 등 판매 031-551-9364

  설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개설) 계획



성남시  설명절 직거래장터 18.2.13.(1일) 지역 특산물 및 농축산물 10~30% 할인 031-729-2604

수원시 경기지역본부 금요장터 2/9, 2./14(2일간) 과일, 축산 5~30% 할인 판매 031-220-8688 농협제공

안산시 안산농협 2.5~2.14(10일)
 사과,배 등 제수용품15% 할인

축산물 ,수산물선물세트 20%할인 등
031)482-4756 농협제공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18.2.7. ~ 2.14.(8일간) 지역 특산물(콩, 쌀 등) 및 농축산물 10~30% 할인 031-656-0747 -

안성시 직거래 이동차량 운행 18.2.7.(1일) 지역 특산물(콩, 쌀 등) 및 농축산물 10~30% 할인 031-656-0747
서울 양천구(목동)

정례장터 이벤트 및

안성시 외부직거래 장터 18.2.8. ~ 2.9.(2일간) 지역 특산물(콩, 쌀 등) 및 농축산물 10~30% 할인 031-656-0747 서울 양천공원 설맞이 특판행사

안성시 안성과수농협 직거래 장터 18.2.7. ~ 2.15.(9일간) 배, 배즙 판매 031-671-8120 -

여주시 설맞이 정부청사 지역특산품직거래장터 18.02.05~02.07(3일) 여주쌀, 잡곡,표고버섯 등 10~15%할인 02-3496-2206

여주시 송파구 설맞이 농수축산물직거래장터 18.02.07~02.08(2일) 고구마땅콩,표고버섯 등 10~15%할인 02-2147-2518

여주시 동대문구 설맞이 농수산물직거래장터 18.02.08(1일) 고구마,땅콩,사과 등 10~15%할인 02-2127-4272

여주시 수원시 장안구 설맞이 농축수산물직거래장터 18.02.12~02.13(2일) 여주쌀,땅콩,들기름 등 10~15%할인 031-228-5372

연천군 2018년 연천군 설맞이 직거래장터 18.2.12. ~ 2.13.(2일간) 연천군 지역특산품 판매 031-839-2317 서울 노원구청 일원

오산시 오산시 설명절 직거래장터 18.02.07~02.09(3일간) 자매도시 및 오산 농특산물 10~30% 할인 031-8036-7625

용인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18.2.8. ~ 2.14(5일간) 농특산물 시중가에 20% 할인판매 031-324-2354

의정부시 설명절 직거래장터 18. 2. 7.(수) 지역 특산물(사과 등) 5~20% 할인 031-870-7557

이천시 이천시 설명절 직거래장터 18.2.14.(1일간) 지역 특산물(콩, 쌀 등) 및 농축산물 10~30% 할인 031-644-2322

파주시 파주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18.2.12. ~ 2.14.(3일간) 파주시 우수 농특산물 10~20% 할인판매 031-940-4605 한수위 파주쌀 홍보 이벤트

평택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18.2.12(안중출장소),

18.2.13(송탄출장소)

18.2.14(본청)

쌀, 배 등 슈퍼오닝 농특산물, 평택 일반농특산물 직거래 031-8024-3632

슈퍼오닝 홍보 공연,

라디오 야외 공개방송,

풍물공연 등 진행

하남시 서부농협 직거래장터 18.2.2.~2.15.(14일간) 과일류, 채소류 10~20% 031-793-8430

화성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18.02.14(1일) 농산물(포도즙, 배 등) 판매 031-369-2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