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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와 기업간 소통 채널 제공

기회의 장

사회적 가치 추구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가자와 기업간의 소통 채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 세계 참가자들과 기업간의 소통을 통해, 국내 
참가자들의 해외진출 그리고 해외 참가자들의 국내 진출을 도울 
것입니다. GHS를 통한 부스 운영, 세미나, 이벤트 활동 등은 다양한 
시너지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1000명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도
    1000명의 참가자들을 초대하는 만큼 많은 글로벌 기업 및 VC,           

엑셀레이터가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글로벌 창업 및 취업의 기회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와 함께 세계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나,
WFUNA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해커톤을 통해서 찾고자
하며,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추구는 CSR(사회적 책임), CSV(공유가치창출)의 
일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새로운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 채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해커톤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으며, GHS는 전세계 뛰어난 개발자 그리고 멘토들이 함께하는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주최

후원/협찬

GLOBAL HACKATHON

다양한 혜택3.

후원 및 협찬 문의 : steven@globalhackathon.io



글로벌 해커톤은?
전 세계 청년들이 설립한 개발단체, 글로벌 해커톤(Global Hackathon)의 주요 키워드는
  '글로벌(Global)'과 '임팩트(Impact)'입니다. 글로벌 해커톤 서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의미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와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와의          
MOU체결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커톤 서울은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2000명의 우수한 개발자들이  
한데 모여 개최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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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의 차별점행사소개
- 일시: '15년7월29일 - 8월1일
- 장소: 서울 코엑스 D,E홀
- 규모: 2000명(국내 1000명+해외 1000명)

- 참가자격: 20세(1996년생)이상의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eoul.globalhackathon.io/kr)
- 접수기간: ~5월31일 24:00까지

- 미국 MIT, Harvard, Princeton 및 영국 Oxford,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우수한 개발자들이 참여

전 세계적인 규모&120개국 이상의 지원자 확보

Tech Summit + Hackathon + Career Expo 

- 글로벌 해커톤 서울은 해커톤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개발 대회일 뿐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데 모인 자리인만큼 국내 및 글로벌 기업과 인재들을 연결해주는 채용의 장

-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 및 제품을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2,000명의 인재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컨퍼런스의 장

협력을 통한 해커톤 올림픽(Hackathon Olympic)

- 전 세계 다양한 해커톤 관계자들(MHacks, HackMIT, LA Hacks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해커톤 네트워크 구축, 해커톤에서 더 나아가 올림픽을 지향

- 세계적으로 우수한 개발인재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해커톤 생태계 조성

DAY 1
- 개막식 + 기조 연설
- Tech Summit(패널 + 스피커)
- 한국 문화 쇼케이스
- 커리어 엑스포(Career Expo)

수 7 / 29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36시간 해커톤
- 테크톡(Tech Talks)
- 글로벌 해커톤 참여 여성행사
- 커리어 엑스포(Career Expo)
- 스폰서 엔터테인먼트

DAY 2

목 7/30

- 36시간 해커톤
- 테크톡(Tech Talks)
- 커리어 엑스포(Career Expo)
- 스폰서 엔터테인먼트

DAY 3

금 7/31

- 앱/개발 쇼케이스
- VC패널 대상으로 우수한 15개 내외 팀 발표 
- 상장수여 및 폐막식

DAY 4

토 8/1

1. 2.

서울시장
박원순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유 및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전 세계 청년, 

대학생,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해커톤 서울을 개최합니다.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는 혁신적인 
해커들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관련된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GH와 
파트너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엔협회세계연맹 사무총장
보니안 골모하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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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Hackathon)이란?
Hacking과 Marathon의 합성어로, 여기서 Hacking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난이도     
높은 프로그래밍을 의미 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만나 함께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행사로, 36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마라톤처럼 쉬지 않고 개발하여 
결과물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