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틸케이스스틸케이스스틸케이스스틸케이스, TED, TED, TED, TED 서서서서    인간인간인간인간의의의의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개방개방개방개방    위한위한위한위한    다이얼로그다이얼로그다이얼로그다이얼로그    마련마련마련마련   100 주년 기념으로 스틸케이스 다큐멘터리 ‘마이크로사이트, 그 이상’ 통해 직업의 미래에 대한 대화 유도  그랜드 래피드, 미시건, 2012 년 2 월 29 일 /PRNewswire/ --올해 100 주년을 맞이한 스틸케이스(Steelcase)는 100년 후의 직업 변화 양상에 대한 대화와 꿈을 나누기 위해 최고의 사상가들을 초대했다. 행사는 이번 주 TED 에서 스틸케이스가 기념일의 주제 “100 개의 꿈, 100 개의 마음, 100 주년”을 공개하면서 시작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멀티미디어를 보기 위해서는 http://www.multivu.com/mnr/54759-steelcase-centennial-future-of-work-100-years-dreams-minds-ted 를 클릭하면 된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0228/MM58354)   TED 는 나눌 만한 아이디어 공유와 타인을 꿈꾸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수 년 동안 스틸케이스는 TED 참석자들에게 교류하고 협력할 장소를 마련했다. 올해 100 주년을 맞이하면서, 스틸케이스는 TED 참가자들에게 이 대화에 참여해 세상과 직업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생각하기를 청한다. 스틸케이스는 오스카상 수상자 다니엘 융(Daniel Junge)이 감독한 “하루(One Day)”라는 독창적인 예술작품이자 다큐멘터리로 미래를 상상하며 세계의 아이들과 ‘100 개의 꿈’을 시작했다. 대화는 세계적 사업가, 교육자, 혁신자, 예술가들이 아이들의 꿈 위에 직업의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세우는 ‘100 개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스틸케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임스 헤킷(James Hackett)은 "1912 년 스틸케이스 설립 후로 우리는 일, 직원, 일터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해 인간행동을 연구해왔다”면서 “향후 100 년을 내다보면서 단체로서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기념 행사는 직업의 미래 비전을 창조할 것이고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의 꿈을 나눔으로써 그 가능성을 드러낼 것이다”고 말했다.  영화 ‘하루(One Day)’는 스틸케이스 프라이빗 행사에서 데뷔할 것이며 100.steelcase.com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이자 작가인 디팍 초프라(Deepak Chopra), IDEO 최고경영자 팀 브라운(Tim Brown), 예술가 데일 치헐리(Dale Chihuly) 등이 글, 그림, 사진, 그 외 다양한 매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100 개의 마음”도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온라인 대화는 에미상과 피바디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존 호큰베리(John Hockenberry)가 조정했다. 



방문자는 “100 개의 마음”의 관점들을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향후 100 년 동안 인간 가능성 개방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아이디어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방문자들은 “Share your Dream” 페이스북 Facebook page 에서 자신의 꿈을 나눌 수 있다.  TED 컨퍼런스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롱 비치 펄포밍 예술 센터(Long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2 월 27 일부터 3 월 2 일까지 열린다.  스틸케이스스틸케이스스틸케이스스틸케이스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S(S(S(Steelcase Brandteelcase Brandteelcase Brandteelcase Brand))))에에에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100 년 동안 스틸케이스는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연구해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그 통찰력과 솔루션은 기업들이 일터에서의 사람들의 가능성을 열어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스틸케이스는 store.steelcase.com 과 전 세계적으로 650 개가 넘는 중개인을 포함한 채널 네트워크로 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다. 우리의 일터 연구는 스틸케이스 360 잡지, 360.steelcase.com, 360 아이패드 앱을 통해 발행된다.  출처 ㈜스틸케이스(Steelcase, Inc.)  문의처: Katie Hasse, +1-616-558-4944, khasse@steelcase.com, Sara Whitman, +1-212-931-6121, swhitman@pepper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