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LIFT 콘퍼런스 열린다! 

9월 12일 무료 행사…브루스 스털링, 송재경 등 연사 나서… 

GENEVA, Switzerland, August 25, 2007 　 스위스를 본부로 둔 국제 LIFT 콘퍼런스 

사무국은 아시아 지역 이벤트를 위한 연사를 확정해 발표 하였다.  

 

이 행사에는 사이버 펑그 운동을 주도한 유명 SF 작가인  브루스 스털링(Bruce 

Sterling)과 리니지 개발 주역인 송재경(XL게임즈 대표), UX 연구자이자 

‘Everware’의 저자인 아담 그린필드(Adam Greenfield), 유명 건축가 유석연 교수 

등이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 대해 이야기 한다. 

 

기술의 변화가 우리 현실과 디지털 세계 양쪽에 끼치는 변화에 대해 우리가 사는 건

물과 온라인 게임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통찰력을 선사해 

줄 것이다. 행사는 2007년 9월 12일(수) 강남 유림아트홀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사이트 http://www.liftconference.com/lift-evening-

seoul/register ) 

 

이어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LIFT 메인 콘퍼런스는 국내 인터넷 문화와 다

양성을 위한 커뮤니티 조직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된다. 내년 콘퍼런스에는 약 600여

명의 온/오프라인 디지털 문화와 기술 관계자들이 참가하게 된다. LIFT 콘퍼런스만의 

독특한 문화를 선보이게 될 이 행사에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키노트 발표와 

워크샵, 공개 무대 대담 등으로 이루어져 인맥을 넓히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행사로 꾸며진다. 

성공적인 유럽 행사에 이어 한국에서 

유럽에서 성공적인 행사였던 LIFT 콘퍼런스의 첫 아시아 행사는 한국에서 개최한다. 

한국은 이 행사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를 체험하고 국외에서는 

차세대 기술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LIFT 콘퍼런스는 통상 그 지역에서 60%, 해외에서 40% 정도가 참여 하고 있으며 3

개월 마다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비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LIFT 한국 콘퍼런스는 유럽 지역 팀과 다음커

뮤니케이션의 이재웅 대표와 협력 하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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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콘퍼런스 소개 

LIFT 콘퍼런스는 국제적인 새로운 변화를 논의하고 전파하는 자리로서 전 세계 다양

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연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

리이다. 대략 수 백명 정도의 참가자만 받아서 좀 더 심도 있는 주제별 모임과 자발

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 행사는 특히 기술 변화의 사회적 의미를 다루는 차세대 콘퍼런스로서 몇 가지 독

특하고 검증된 행사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유명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브루스 스털링, 코리 닥터

로, 제프로 휴안, 로버트 스코블, 아담 그린필드, 레진 데바티, 이재웅 등) 

 예술 활동- 참가자들에게 신선하고 창의적 공간과 놀이를 제공함으로서 좀 

더 재미있고 참가자들이 만나 이야기 하고 서로를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자발적인 워크샵 및 오픈 무대 대담 　 콘퍼런스 참가자들이 제안한 자유 주

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올해 스위스 제노바에서 개최한 LIFT 콘퍼런스에스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회사원, 

기업가, NGO, 연구자 및 학생 등 550여명이 참가 하였다. 웹2.0, 모바일 기술, 로봇, 

디지털 사회 변화에 대해 36명의 주제 발표와 16개 워크샵, 4개의 패널 프로그램이 

진행 하였다. LIFT 행사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BBC, AP, 가디언 등 유수 유럽 언론

들이 취재하기도 했다. 

 

행사 정보 

 행사명- LIFT conference (http://liftconference.com) 

 2007년 9월 12일(수) 

 장소- 서울 강남 유림 아트홀  

 접수 - http://www.liftconference.com/lift-evening-seoul/register 

강연자 정보 

 Bruce Sterling: http://en.wikipedia.org/wiki/Bruce_Sterling 

 Jake Song: http://en.wikipedia.org/wiki/Jake_Song 

 Adam Greenfield: http://en.wikipedia.org/wiki/Adam_Greenfield 

 Yoo Suk Yeon: http://www.liftconference.com/person/yoo-suk-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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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LIFT lab 

Laurent Haug (CEO and Founder) 

+41787536480 

laurent@liftlab.com

 

Nicolas Nova (Editorial Manager) 

+41786148561 

nicolas@liftlab.com

 

윤석찬 (다음커뮤니케이션) 

010-9802-9202 

chan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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