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농협 떡국떡 선물세트

신선(진공)포장

실속 대용량 박스세트(2kg×8세트, 3kg×6세트)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22-2

송악농협

1kg 봉지포장

2봉-14,000, 3봉-21,000

041-544-1392, 1397

밤 찹쌀떡

신선(냉동식품)포장

-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22-2

송악농협

60g×24구

전화상담

041-544-1392

아산맑은 쌀

지대포장(택배 박스배송)

-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55

영인농협미곡종합처리장

5kg / 10kg / 20kg

19,000원 / 36,000원 / 71,000원

041-542-9611

아산맑은 쌀

지대포장(택배 박스배송)

-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 1046

둔포농협미곡종합처리장

5kg / 10kg / 20kg

19,000원 / 36,000원 / 71,000원

041-531-9211

햇살 맑은밥

종이 포장재

즉석밥 12개입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322

영인농협

즉석밥210g×3개입×8개입

24,700원

041-542-9611

온양그린햇쌀

종이 선물포장재

진공쌀 20개입, 30개입

아산시 온천대로 1269

온양농협

진공포장 420g×10개입

23,000원

010-8920-2920

선물용아산 농특산물을
소개합니다!

은행길 전통장 3종세트

종이 선물포장재

된장, 간장, 고추장 단품

아산시 염치읍 송곡남길 82-18

은행길전통장영농조합법인

톳된장 500g, 고추장 500g, 톳간장 300ml

40,000원

010-9216-2444

연잎갈비

선물용 포장박스

연잎고기왕만두, 연잎냉면, 연잎밥, 연잎차 등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67-3

청연마을영농조합법인

2kg(6대)

38,500원

010-2402-5174

유기농 와인

선물용 포장박스

유기농 흰민들레즙, 와인초 오디차, 유기농청포도, 모과즙 등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231번길 15-21

바우농원

750ml×2병

95,790원

010-3412-1233

벌꿀 선물세트

선물용 포장박스

벌꿀관련 다양한 선물세트, 화분 등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161

아산벌꿀

500g(튜브)×3개

46,500원

010-6693-9989

새싹삼 스페셜 선물세트

선물용 포장박스

새싹삼 선물세트 맞춤형 제작판매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22

틔움 유한회사농업법인

새싹삼 20뿌리, 30뿌리

55,000원

010-2084-3990

꾸지뽕 한그루 진액

선물용 포장박스

꾸지뽕 냉동생과, 아로니아 냉동생과, 가공품 등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58번길 44

타이거송베리팜

꾸지뽕 진액 100g×30포

39,000원

010-9783-5600

배 선물세트

선물용 포장박스

배 선물세트(9~10과, 11~12과, 13~14과)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kg(7~8과)

28,000원 ~

010-8920-2920

선장김치

스티로폼 포장(냉매)

총각김치, 맛김치 등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64

선도농협

포기김치 5kg(국내산재료)

31,500원

041-544-9252

한우 등심 채끝세트

아이스박스 포장

한우관련 선물세트, 주문제작 선물세트 등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46

아산축협

등심600g, 채끝600g

107,000원

041-547-6840

한우 곰탕 세트

종이 선물세트 포장

한우관련 선물세트, 주문제작 선물세트 등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46

아산축협

800ml x 5개입

29,000원

041-547-6840

초코달칩 선물세트

선물용 포장박스

유기농 달칩, 유기농 한우등심, 무항생제 육포, 무항생제 소시지 등

아산시 음봉면 고룡산로 401

네이처오다

유기농쌀로만든 초코달칩20개

14,800원

010-5309-9040

즉석 민물새우탕 선물세트

선물용 포장박스

민물 새우탕(매운맛, 순한맛), 민물새우튀김 등

아산시 인주면 공세길 72

인주푸드

민물새우탕 250g×3팩

31,000원

010-2629-9289

참옻진액

선물용 포장박스

참옻 발효액 및 추출액

아산시 송악면 도송로 292번길 10-49

약선마을

1.5L 1병

90,000원

010-8747-4580

생들기름 선물세트

선물용 포장박스

-

아산시 도고면

아산별곡

180ml x 2병

41,000원

010-9823-3964

생 블루베리 잼

선물용 포장박스

-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489

행복농원

병포장(250g) 2개입

29,000원

010-8009-5266

수제 누룽지 선물세트

종이 선물포장재

-

아산시 온화로 41

정애란(누룽지행복)

270g×3봉

25,000원

010-3162-1006

유기농 콤부차

종이 선물포장재

-

아산시 도고면

스퀘어 팜

480ml×4병

25,000원

010-4614-2222

아산시 먹거리정책과 유통지원팀

팀장  이 병 오  |  041-537-3745

선장김치

선물용 포장박스

가정용 흠집사과

아산시 신창면

이영준

5kg(15~16, 13~14, 11~12과)

25,000원 / 35,000원 / 45,000원

010-865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