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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4차 산업 체험센터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 체험공간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초연결

IT 첨단 I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등

초연결과 초지능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이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된 이후 사회와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G밸리 4차 산업 체험센터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G밸리 4차 사업 체험센터 내부에는 패션, 의료기기, 
생활잡화 등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체험 후 잊지 말고 꼭 둘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외, G밸리는 4차산업 및 IT업체 등 약 9,000여개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서울
최대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를 둘러보면서 서울의
미래 IT 발전상을 느껴보세요!

출처: 문화포털

주       소

운영시간

체험시간

대표전화

입장요금

입장인원

체험인원체험인원

가용언어

주차시설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B1 지밸리제품전시실

09:00 ~ 17:00

10:30 ~ 16:30

070-4756-4241

입장료 없음(체험비만 있음)

최대 32명(체험인원포함)최대 32명(체험인원포함)

체험 당 최소 3명, 최대 8명

한국어

일반차량:  JNK 디지털타워 지하주차장
(1시간 무료, 이후 30분당 천원)

대형버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번지
(체험관에서 차로 10분거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 2, 3번 출구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 2, 3번 출구

G밸리 4차 산업 체험센터는 각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학생과 기업단체 등이 직접 체험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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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어
해 설해 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JNK디지털타워 B1 지밸리제품전시실

60분

10:00 ~ 17:00

체험 당 최소 3명, 최대 8명

13,000원/1체험 인당

없음

3D프린팅

01  3D 프린터 소개
02  캐드 프로그램 기능 설명(한캐드)
03  모델링 시간(에펠탑, 곰돌이 등 수준별 체험)
04  3D프린터 출력되는 모습 관찰
05  원하는 디자인을 모델링하는 시간
06  에펠탑 등 출력물 제공

VR

01  VR 소개
02  3D 온라인프로그램(코스페이시스) 기능 설명
03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한 나만의 가상공간 만들기
04  VR Glass를 통해 내가 만든 가상공간 360도 화면으로 관찰
05  VR 게임

코딩

01  코딩 소개
02  자동차 로봇 알티노 소개
03  알티노 크레용 기능을 통해 간단한 코딩 설명
04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코딩으로 자율주행 ㄱ자 코스 통과하기
05  스크래치를 이용한 연주 체험
06  알티노 레이싱 게임 체험

드론 

01  드론 소개
02  드론 시뮬레이션으로 드론 조작법 연습
03  실제 드론에 안전줄을 묶어 바닥에 고정시킨 후 조종
04  드론으로 링 장애물 통과하기

예약안내

· 예약방법        http://gtour.or.kr         070-4756-4241
     ▶ 4차산업 체험 예약  최소 3일 전 예약
         - 웹사이트 : 회원가입 → 4차산업프로그램 → 프로그램 선택 및 정보입력 → 결제 → 예약완료
         - 전화예약 : 유선으로 날짜 및 인원 문의 → 스케줄 확인 후 예약확정 → 당일 결제

     ▶ 산업관광 예약  최소 1주일 전 예약
         - 전화예약: 유선으로 날짜 및  인원 문의 → 방문 기업과 일정 조율 → 예약확정 → 당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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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maps/place/JNK%EB%94%94%EC%A7%80%ED%84%B8%ED%83%80%EC%9B%8C/@37.4821602,126.8952503,17z/data=!3m1!4b1!4m5!3m4!1s0x357c9e245309e499:0x92889535168a7fcd!8m2!3d37.482156!4d126.897439
http://www.gtour.or.kr/index.php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gglobal111
https://www.youtube.com/watch?v=KGUOqACx1xk
https://www.youtube.com/watch?v=KGUOqACx1xk
http://www.gtour.or.kr/index.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