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Grad Show, 150건의 세상 바꿀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개 

 

* 70개국 464개 대학 졸업생 3,681명이 사상 최대 규모의 Global Grad Show에 아이디어 제출 

 

* 마음을 지닌 알렉사, 차세대 질병 해독 소프트웨어, 자기 치유 건설 소재와 직물,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를 재생시키는 로봇,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운전대, 부모가 인큐베이터에 든 아기와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 스모그 여과 자동차, 반경 5m 이내에서 생명 징후를 감지하는 공. 

 

- Global Grad Show: 모두를 아우르는 졸업생 프로젝트 쇼케이스 

- 드러난 복잡한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 

- 하버드, 스탠퍼드 및 옥스퍼드부터 부탄, 자메이카 및 콩고 대학까지 464개 대학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 

- 창업 개발 경로가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잠재력이 높은 솔루션의 출시를 지원 

-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식량 공급, 도시 생활, 윤리 및 공동체 복지에 대한 집단 우려를 반영한 

프로젝트 

- 세계 지도자와 시민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지구의 미래 

-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졸업생들이 제출한 150건의 프로젝트, 문제 해결 지원 방안을 제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21년 11월 8일 PRNewswire=연합뉴스) 8일,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지구를 보호할 150건의 매우 창의적인 학술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70개국에서 출품된 

2,600건의 아이디어 중 결선에 오른 선별작은 Global Grad Show 역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들 

아이디어는 유아 돌봄부터 넷제로 도시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중대한 우려 사항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합동 접근법의 규모를 보여준다.  

 

멀티미디어 뉴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English/8982451-global-grad-

show-unveils-150-game-changing-ideas-to-change-the-world/ 

 

https://www.multivu.com/players/English/8982451-global-grad-show-unveils-150-game-changing-ideas-to-change-the-world/
https://www.multivu.com/players/English/8982451-global-grad-show-unveils-150-game-changing-ideas-to-change-the-world/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든 Global Grad Show는 사회와 환경 영향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학술 인재를 

지원한다. 결선에 오른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 졸업생이 작년에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반영하며, 

세계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이를 해결할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이론적인 동시에 실용적이며, 복잡한 동시에 단순하다. 이들 프로젝트는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및 아이비리그 대학부터 인도네시아, 멕시코 및 오만 대학까지 세계 여러 대학에서 

탄생했다.  

 

두바이 문화예술진흥원(Dubai Culture & Arts Authority)과 A.R.M Holding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Global Grad Show는 모든 지원 학생들에게 Entrepreneurship Programme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4개월 발전 경로 프로그램인 Entrepreneurship Programme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벤처 설립에 대한 사고와 기회를 부여한다.  

 

올해 Global Grad Show에서 선정된 150건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가상 쇼케이스는 웹사이트 

www.globalgradsho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고 - https://mma.prnewswire.com/media/1679877/Global_Grad_Show_Logo.jpg 

Global Grad Show Logo 

 

출처: Global Grad Show 

 

 

 

 

 

Rakhee Raval Shepherd, rakhee@globalgradshow.com , +971 58 996 1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