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비비드 시드니, 시드니 항을 빛, 음악 및 아이디어 캔버스로 변신  
 
(시드니 2012년 5월 26일 PRNewswire=연합뉴스)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5월 25일 – 
6월 11일)가 시드니의 상징 오페라 하우스의 ‘조명돛’과 함께 오늘 공식 개장되었다. 개장 
행사에서는 수많은 상을 수상한 독일 디자인팀 URBANSCREEN이 만든 3D 컬러 프로젝션과 디지털 
예술 효과가 공개되었다. 
 
본 배포 자료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55928-vivid-sydney-festival-2012/   
 
남반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명 축제인 비비드 시드니는 항구 연안을 중심으로 조명 예술 설치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 그리고 비비드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개가 
넘는 창의적인 산업 행사를 선보인다.  
 
Destination NSW가 NSW 정부의 새 관광사업과 행사 안건의 일환으로 개발한 비비드 시드니는 
호주의 국제적인 도시이자 아시아 태평양의 창의력 허브인 시드니의 위상을 강화한다. 2012년 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수는 50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비비드 라이트는 2011년보다 20개 늘어간 60개 이상의 조명 예술 조각을 선보인다. 
여기에는 쌍방향 게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조명이 설치된 고층 건물 및 3D 
매핑 프로젝션에서부터 독일, 프랑스, 폴란드, 홍콩, 스코틀랜드, 미국, 브라질,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에서 보내온 국제적인 설치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된다.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MCA)에서는 음악 아이콘 윌 아이 엠(블랙 아이드 
피즈)와 시드니의 유명 예술가 Justene Williams가 최초의 공동 쌍방향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작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건물 놀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비드 시드니는 또한 원주민 달력의 6 계절이 남기는 시각적 인상을 표현하는 조명 프로젝션으로 
시드니 원주민들을 기념한다.  
 
영국의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이 스타트를 끊은 비비드 라이브는 두 개의 세계 최초 공연을 포함하여 
25개가 넘는 라이브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비비드 라이브의 하이라이트로는 'STOP THE 
VIRGENS' Yeah Yeah Yeahs 의 Karen O, The Temper Trap, Sufjan Stevens, Janelle 
Monae & The Archandroid Orchestra, Imogen Heap 등이 있다. 
 
2011년보다 그 수가 두 배로 증가한 100개가 넘는 창의적인 산업과 공공 행사가 열리는 비비드 
아이디어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적인 아이디어 혁신가들이 시드니를 찾을 예정이다. 비비드 아이디어 
하이라이트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블로그 Boing Boing의 공동 설립자이자 저자인 Cory 
Doctorow, Etsy의 CEO Chad Dickerson, 영국의 패션 인재 House of Holland의 Henry 
Holland, Threadless의 설립자 Jake Nickell의 기조연설과 VICE의 설립자이자 CEO인 
Shane Smith의 출연 등이 있다.  
 
비비드 시드니 프로그램은 http://vividsydney.com/ 에서 볼 수 있다. 
 
스틸, 영상 및 저속도 촬영 사진은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55928-vivid-
sydney-festival-2012/ 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 URL에서는 시드니 시각으로 
자정(5월 25일)부터 최종 방송급 영상(PAL/NTSC)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Destination N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