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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2012년 1월 3일 AsiaNet=연합뉴스) 호주관광청의 최신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 캠페인 
덕분에 전 세계 새해맞이 인파들은 왜 시드니가 새해를 맞이하기에 최적의 장소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배포 자료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3880-tourism-australia-new-year-s-eve-in-sydney-
project-12-fireworks-video  
 
호주관광청(http://www.tourism.australia.com/)은 연말 축하를 위해 개발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섣달 그믐날 경험을 공유하는 시드니 새해맞이 인파들이 다운로드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짧은 필름을 만들었다.  
 
“프로젝트:12”(http://www.youtube.com/australia)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필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가족 및 친구들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유하는 경험과 감정을 
포착한다.  
 
호주관광청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 새해를 맞아 가족 및 친구들과 시드니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으며, 스카이프 인터뷰, 공항에서 감동적인 재회 그리고 저녁 내내 펼쳐진 축제 
등을 촬영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드니 시의 NYE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로드된 사용자 제작 영상 및 자정 
축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펼쳐진 공식 불꽃놀이 방송 영상으로 편집되었다.  
 
“프로젝트:12”는 전 세계 여러 지역이 아직 2012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기 전에 호주관광청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왜 호주 시드니가 새해맞이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호주관광청(http://www.tourism.australia.com/)과 
시드니시(http://www.cityofsydney.nsw.gov.au/)가 결성한 공동 사업의 일환이다.  
 
호주관광청의 상무이사인 Andrew McEvoy는 “새해 이브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 불꽃놀이가 
전 세계에 호주를 홍보하기에 완벽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가 2012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는 전 세계 새해맞이를 이끌 
계획”이라면서 “또한 이 필름을 통해 전 세계 새해맞이 인파들은 세계에서 가장 환상적인 새해맞이 
행사 중 하나를 공유하고, 왜 호주가 새해 이브에 재미와 휴가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여행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australia.com 을 참조한다.  
 
“프로젝트:12”를 보려면 http://www.youtube.com/australia 를 클릭한다.  
 
호주관광청의 소셜 미디어 채널들: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eaustralia 
트위터: www.twitter.com/seeaustralia & www.twitter.com/tourismaus 



 
자료 제공: Tourism Australia  
 
 
 
Sydney Revellers Share Why There's Nothing Like New Year's Eve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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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Jan. 3, 2012 AsiaNet=연합뉴스) Revellers across the world will be able 
to see for themselves why there's nothing like celebrating New Year's Eve in 
Sydney, thanks to Tourism Australia's latest digital and social media campaign.  
 
To view the multimedia assets associated with this release, please click: 
http://www.multivu.com/mnr/53880-tourism-australia-new-year-s-eve-in-sydney-
project-12-fireworks-video 
 
 
Tourism Australia ( http://www.tourism.australia.com/ ) has created a short film 
overnight featuring footage downloaded by Sydney revellers sharing their New 
Year's Eve experience via an iPhone app created specially to mark the year-end 
celebrations. 
 
The film titled Project:12 ( http://www.youtube.com/australia ) captures the 
shared experience and emotion of welcoming in the New Year with friends and 
family against the magnificent backdrop of Sydney's world-renowned fireworks 
display.  
 
Tourism Australia used its Facebook fan page to source stories of people 
travelling to Sydney to celebrate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filming Skype 
interviews, emotional reconnections at the airport and festivities throughout 
the evening.  
 
These stories were edited together with user-generated video clips, uploaded via 
the City of Sydney's NYE iPhone app, and the official broadcast footage of the 
fireworks within just hours of the midnight celebrations.  
 
Project:12 was released on Tourism Australia's YouTube channel and distributed 
internationally via social media networks before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reached their own 2012 countdown. 
 
The initiative is part of a Tourism Australia 
( http://www.tourism.australia.com/ ) and City of Sydney 
( http://www.cityofsydney.nsw.gov.au/ ) joint venture to show the world why 
there's nothing like celebrating New Year's Eve in Sydney, Australia. 
   
Tourism Australia Managing Director Andrew McEvoy believes New Year's Eve and 
the world-famous Sydney fireworks display provides the perfect platform to 
showcase Australia to the world.  
 
"As clocks around the world count down to 2012, we're looking forward to leading 
the global celebrations and, through this video, allow revellers across the 
globe to share in one of world's most spectacular New Year celebrations and see 
for themselves why there truly is nothing like Australia for New Year's Eve, for 
fun and for a holiday," Mr McEvoy said. 
 



For information on travelling to and within Australia, go to www.australia.com . 
 
To watch Project:12, go to http://www.youtube.com/australia . 
 
Tourism Australia's social media channels: 
 
Facebook: www.facebook.com/seeaustralia 
Twitter: www.twitter.com/seeaustralia & www.twitter.com/tourismaus 
 
SOURCE: Tourism Austral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