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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직판장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101-1
규모 : 부지 14,703㎡ , 건평 252㎡
판매품목 :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초화주, 쌀, 잡곡, 건채산나물, 꿀,
어수리, 와인 등 특산물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55(영양읍 서부리 521-2 로컬푸드직매장)
규모 : 380㎡
판매품목 :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초화주, 쌀, 잡곡, 두부, 순두부, 콩물,
정육(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구입처 안내
취급 품목 안내처(생산자협회, 단체) 전화번호

영양군 특산물 전반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683-2003

영양 온심마켓(https://onsim.cyso.co.kr/) 682-6277

유통지원과(농산물마케팅팀) 680-6383

영양군 농특산물직판장 682-9793

영양농협 하나로마트 683-2283

남영양농협 하나로마트 682-4603

영양우체국 682-0001

고춧가루

영양고추유통공사 680-9000

영양농협가공사업소 682-2004

남영양농협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683-4421

명 가 식 품 682-7009

영양고추생산유통영농조합법인 682-0711

삼 형 제 농 장 682-7126

건 고 추

다산 식 품 683-5020

홈 다 리 농 장 683-3070

화 천 농 장 683-0062

장류

영양선바위정보화마을 683-1236

영 양 산 마 을 682-3963

두 들 장 류 식 품 682-5522

우 리 식 품 682-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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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스타그룹 070-7019-6876

영양산마을 산해원 682-3963

김치 참자연마을영농회사법인 682-0601

사과
영양군사과연합사업단 683-4610

영양과수영농조합법인 683-1753

배 청기게르마늄배작목반 682-2838

복 숭 아
영양찬이슬복숭아작목반 010-3122-6582

무지개 복숭아농원 010-9383-3524

포도 영양아름작목반 010-8595-6769

전통주 영양 장 생 주 682-6036

수박

방전수박작목반 683-1236

영양청기수박작목반 010-2606-3605

농업회사법인 광일(주) 010-7373-5225

오미자

택전리 오미자 작목반 010-5694-8818

화매리 돌내골 작목반 010-3519-1247

답곡2리 오미자 작목반 010-4808-8234

산마늘
영양산골형제농장 010-9816-3217

해달뫼농장 010-5658-5047

산나물

영양산나물영농조합법인 010-3077-3400

칠성리어수리작목반 683-5507

영양농협어수리작목반 010-6811-1598

고 은 산 약 초 683-6767

맹동산곰취농장 683-0855

건능농산 010-9685-0095

꿀

영양토종벌보호육성회 010-5253-2444

영양양봉작목반 010-7243-1452

한국한봉협회영양지부 010-7700-5802

영양송이/표고버섯
해달뫼버섯작목반 010-5443-8186

흥림산농원 010-3522-0147

유정란 영양양계작목반 683-0145

고랭지 특산물(배추, 무, 야콘) 일월산명품작목반 010-9358-8726

잡곡
영양군농업경영인유통사업단 010-4804-3421

이산원 010-5220-0850

영양수비상추작목반 010-9212-9370

취급 품목 안내처(생산자협회, 단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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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영양농협 수비지점 682-9601

초당옥수수 (주)농업회사법인 영콘 010-5911-9644
010-4012-7126

발효음료 영양그린푸드 010-3664-2002

각종반찬류�국�탕(HMR) 인화푸드 010-8878-7977

기타(매트, 소파, 비누) 영양칠보석 683-9901

천궁, 당귀, 산복숭아 효소
영양천궁허브(주) 683-0218

토종명품화사업단 683-8851

천마
천마자연식품 682-3152

봉의곡천마농장 010-6224-8753

꽃 차 송이골(영양꽃차) 010-5034-9938
010-8534-4783

취급 품목 안내처(생산자협회, 단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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