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명 직거래 장터명 운영기간 행사 주요 내용(취급 품목, 등) 할인율 개설장소 비고(이벤트 등 
특이사항)

수원시 수원로컬푸드 추석맞이 행사 2018.9.19~9.20
사과,복숭아,포도,새싹삼,버섯선물,

한과세트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수원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회원 모집 행사

수원시 장안구 추석직거래장터 2018.9.19~9.20 사과,배,포도,잡곡,수산가공품 등 5% 수원시장안구송원로101 떡만들기,다육식물 만들기 등

성남시 성남 직거래장터 2018.9.21. 성남시, 자매결연시군 특산품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시의회동앞
　

안양시 팔도자매시군 직거래장터 2018.9.14~9.16
사과,배,복숭아,포도,한과세트,버섯,

장류,고추가루
10% 안양시 중앙공원 안양 시민의날 시민축제

오산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2018.09.18~09.20
오산세마쌀, 배, 포도, 사과, 젓갈 

등
20% 오산시 성호대로 141

이천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2018.09.21.
장류,배,사과,복숭아,버섯류,쌀,계란  

등
10%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민원인주차장)
　

이천시 주말직거래장터 2018.08.25.~11.25.
장류,배,사과,복숭아,버섯류,고구마,산

수유등
10% 이천시 설봉공원 (매점앞) 　

여주시 추석맞이 여주농특산물직거래장터 2018.09.19~09.20 사과,배,여주쌀,고구마 등 1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농특산물직거

래장터
2018.09.21~09.23 여주쌀,고구마,땅콩옥수수,잡곡 등 10%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460-1 　

여주시 여주농특산물직거래장터 2018.09.21~09.22 여주쌀,잡곡,표고버섯,과실류 등 10% 여주시 교동로80 　

추석명절 직거래장터 행사 계획



시군명 직거래 장터명 운영기간 행사 주요 내용(취급 품목, 등) 할인율 개설장소 비고(이벤트 등 
특이사항)

평택시 추석맞이 삼성전자  직거래장터 2018.9.13.~14. 배,쌀 등 10% 평택시 고덕면 삼성로  114 　

평택시 추석맞이 LG전자  직거래장터 2018.9.18. 배,쌀 등 10% 평택시 진위면 LG로  222 　

평택시
추석맞이 시청 앞 광장  직거래장

터
2018.9.21. 배,쌀 등 10% 평택시 비전동 경기대로  245 　

군포시 추석맞이 농산물직거래장터 2018.9.18~9.19
사과,배,복숭아,한과세트,고추,벌꿀  

등
10%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광장 군포농협 떡메치기 등

안성시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2018.9.19~9.22 과일류,채소류, 가공식품 10%~15% 안성시 도기동 544-89 　

안성시 안성농업인주말장터 2018.9.21~9.22 과일류,채소류, 가공식품 10%~15%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787 　

안성시 안성맞춤 직거래장터 2018.9.19~9.22 선물세트, 채소류, 가공식품, 과일류 10%~15%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51-9 농협제공

광명시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 2018.9.15.~11.11. 사과,배,버섯,인상 등 팔도 농특산품 - 광명동굴 경관광장 농협제공

광명시 광명 직거래장터 2018.9.10~11.30. 조미채소, 과채류, 쌈채류 등 - 광명농협 시지부 앞

가평군 가평군 추석맞이 직거래 2018.9.17.~9.20 잣, 사과, 배, 포도, 포도즙, 버섯 등 10% 가평군청
서울양천구(목동)정례

장터이벤트및
경품행사

광주시 축산물 직거래 장터 2018.9.20 한우, 계란, 벌꿀 등 -　 행정타운로 50 서울 양천공원 설맞이 
특판행사



시군명 직거래 장터명 운영기간 행사 주요 내용(취급 품목, 등) 할인율 개설장소 비고(이벤트 등 
특이사항)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8~9.23 과일(사과,배,포도,메론) -　 오포읍 오포로 889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8~9.23 과일(사과,배,포도,메론) -　 오포읍 양벌로 315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8~9.23 과일(사과,배,포도,메론) -　 오포읍 신현로 111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8 9.21 과일(사과,배,포도,메론,복숭아) 　- 중앙로145번길 6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8~9.21 과일(사과,배,포도) -　 중부면 회안대로 1426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9~9.21 과일(사과,배,포도) -　 곤지암읍 곤지암로 67 서울 노원구청 일원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9~9.22 과일(사과,배,포도,메론) 　- 곤지암읍 신만로 506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8~9.24 과일(사과,배,포도) 　- 퇴촌면 광동로 65 　

광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018.9.14~9.23 과일(사과,배), 곶감 -　 초월읍 경충대로 1247 　

하남시 추석직거래장터 2018.9.14.~23. 사과,배,메론 - 하남시 서하남로513 　

파주시 파주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2018.9.20.~21.
사과, 배, 복숭아, 산머루주, 

감홍로주, 버섯 등
15~30% 파주시 시청로 50 한수위 파주쌀 홍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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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2018.9.18.~21.
사과, 배, 복숭아, 산머루주, 

감홍로주, 버섯 등
15~3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271

슈퍼오닝  홍보 공연, 
라디오 야외 

공개방송, 풍물공연 등 
진행

남양주시 농특산물 목요 직거래장터 　주1회(1년) 지역 농특산물, 전통식품(가공식품) -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11

남양주시 추석맞이 선물대잔치(가제) 2018.9.17~9.24 지역 농특산물, 전통식품(가공식품)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72
　

남양주시

추석맞이 진접농협로컬푸드와  함

께하는 직거래 번개장터 한마당

(가제)

2018.9.12~9.14 지역 농특산물, 전통식품(가공식품)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32

연천군 연천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2018. 9. 19~9. 21 사과, 배, 발효식초, 한과세트 등 10% 노원구청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