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교육/체험 농장 그린몬스터즈 입니다!

  그린몬스터즈는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에 위치한 1,500평 규모의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을 컴퓨터로 자동 제어하는 첨단 스마트팜에서 매일매일 오이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스마트팜을 충남 보령에서 배워보세요!

SMART
FARM

청년 스마트 농부와
함께하는 진로 교육!
그린몬스터즈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스마트팜 보육사업 

수료생들 중 최초로 사업화에 성공한 청년 농부들이 만들어낸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젊은 에너지를 

가진 그린몬스터즈와 함께  스마트 농부가 되어볼 수 있어요.

농부구성 총괄 1, 스마트팜 운영 1, 작물 관리 1, 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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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그린몬스터즈는 각 분야의 전문 농부들이 모인 농장으로 

전반적인 농업은 물론 부가적인 분야까지 진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전문 농부들이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1 스마트팜 견학 및 가이드

기본 프로그램 소개

그린몬스터즈의 스마트 농부들이 직접 가이드하며 스마트팜을 배워보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마트팜의 원리와 

시스템 등을 교육자료와 현장 가이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수료한 농부들이 직접 가이드하는 

생생한 현장과 실전 교육으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스마트팜을 경험해보세요! 

2 미니오이 수확 체험 (700g)

방역 및 소독 작업을 거친 뒤 스마트팜 온실에 직접들어가 스마트 농부가 되어 미니오이를 수확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전용 팩에 10-11개 (700g)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스마트팜을 배우고나서 직접 수확을 해보면서 학생들은 

스마트팜의 원리와 농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코코넛 자연 놀이터

스마트팜은 흙이 아닌 농업용 용토인 배지를 사용합니다. 그린몬스터즈는 코코넛 껍질을 가공한 코코배지로 오이농사를 

하고있습니다. 농사가 끝난 배지를 활용해 폭신하고 무해한 코코넛 껍질 자연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흙이 아닌 코코넛 

속에서 학생들이 마음 껏 뛰어 놀 수 있습니다!



추가 프로그램 및 가격 안내

크기가 작은 미니오이를 활용해 귀엽고 맛있는 오이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귀여운 피크닉 도시락은 덤!

가시가 없고 껍질이 작은 미니오이로 아삭아삭한 

피클을 만들어보세요! 크기가 작아 한입에 쏙 

들어오는 피클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오이청을 들어보셨나요? 상큼하고 깔끔한 맛의 

오이청은 유럽에서 많이 먹는 오이 에이드로 먹을 수 

있고 차가운 요리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그린몬스터즈가 실제로 농사에 사용하고 직접 

육묘한 미니오이 모종으로 나만의 오이 화분을 

만들어보세요! 집에서 작은 농부가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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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미니오이 김밥 만들기

미니오이 피클 만들기

미니오이 청 만들기

나만의 미니오이 화분 만들기

→ 15,000원

→ 15,000원

→ 10,000원

→ 7,000원

스마트팜 견학 + 미니오이 수확 + 코코넛 놀이터
→ 15,000원

기본 프로그램
임장료

진로/과학 특강 ※ 특강 및 강사료는 별도 협의 부탁드립니다. 



그린몬스터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reenmonsters.online/� @yoon_o2o2�

그린몬스터즈 공식 인스타그램

교육 / 체험 담당자
윤소현   010 8421 6821 greenmonsters@naver.com

의평교차로

청라중학교

CU 편의점

GS25 편의점

내현2리
마을회관

청라중 입구

① ②

③

041-935-5285 / 010-8421-6821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514-12 그린몬스터즈

전 화

주 소

청라중학교 입구에서 우측 청라면사무소 방향으로 내려와서 직진방향①
②

③

100m 이내에 다리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지나서 바로 좌회전

(그린몬스터즈 간판 확인 가능)

좌회전후 100m 직진 갈림길에서 우측 하천 비포장도로 200m

직진하면 그린몬스터즈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