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팜 교육 농장 그린몬스터즈 입니다!

SMART
FARM

그린몬스터즈는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에 위치한 스마트팜입니다.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오이)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정밀 농업, 데이터 농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농산물 유통, 농업 기술
혁신 R&D 사업, 스마트팜 교육, 치유 체험 사업, 가공식품 개발 등 6차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Young Team
청년 4명으로 구성된 그린몬스터즈는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수료하여 최초로 사업화에 성공하여 연중 오이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농산물재배, 가공, 유통, 환경제어시스템 연구개발,
작물재배컨설팅, 교육/견학

농부구성

스마트팜
운영

농산물
유통

작물
관리

디자인
마케팅

총괄 1, 스마트팜 운영 1, 작물 관리 1, 디자인 1

전반적인 농업을 알고 싶거나 농업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스마트팜 운영/유통과 관련한 전문 농부들이 농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EDUCATION

그린몬스터즈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스마트팜을 오픈하여 학생들이 스마트팜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와 교육 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 도래한 지금, 그린몬스터즈는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6차 산업을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수료하고 경영체를 운영하는 스마트 농부들이 직접 가이드하는 생생한 현장과 실전 교육을
경험해보세요!
※ 교육 내용은 농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용
스마트팜
농업 교육

- 국내 유일 스마트팜 수준별 교육
-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 이해와 설명

생육 교육

- 오이 성장과 특징에 대한 설명
- 오이 재배 과정에 대한 설명

스마트팜
시스템 교육

-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
- 환경 제어 시스템 설명
- 환경제어 시스템 원리 교육

수확
및 선별 교육

- 그린몬스터즈 오이 수확 체험
- 오이 선별 과정 및 방법 교육

스마트팜 및
온실 견학

- 스마트팜 견학과 온실 내부 견학
- 온실 내부 작동 원리 설명

연령별

중등부 / 고등부 / 대학생 / 성인

수준별

재배/판매/유통
교육

- 오이 재배/판매/유통 까지의 농업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 오이가 식탁에 오르는 과정 설명

예비창업가 / 주니어 농부(입문) / 시니어 농부 / 워크숍 / 동아리 / 현장학습

스마트팜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41-29 그린몬스터즈

교육 / 체험 담당자

윤소현 010 8421 6821

greenmonsters@naver.com

그린몬스터즈 공식 홈페이지

그린몬스터즈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greenmonsters.online/

@yoon_o2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