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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43 년 전통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디지털 혁신 견인 
 
전례 없는 새로운 파트너십 통해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리더들 한 자리에 

첨단기술이야말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경험을 향상 시키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서울, 2016 년 3 월 2 일 - 크리에이티브와 마케팅 솔루션 리더인 어도비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와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2 년 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웹, 이메일, 모바일 앱, 소셜 등 전 채널에 걸쳐 청중 및 방문객들과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인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현재 

다양한 디자인 주도 프로젝트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어도비 솔루션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매년 820 만명 이상이 호주 최고의 관광 명소이자 세계 최고의 인기 공연 예술 센터 중 하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한다. 공연 관람, 식사 등 실제 방문을 계획하거나, 온라인으로만 둘러보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경험은 각종 기기의 스크린에서부터 시작한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이번에 도입하는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를 활용해 

모든 디지털 접점의 고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경험을 끊김 없이 그리고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루이즈 헤론 AM (Louise Herron AM)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CEO 는 “혁신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DNA 의 일부이며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히 새로운 마케팅 솔루션 도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어도비 기술의 잠재력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및 디지털 방문자 경험을 넘나들며 최대한 구현하는 진정한 협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론 CEO 는 “오페라 하우스는 1973 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 왔다. 이번 리뉴얼(Renewal) 사업의 목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인류 창의력으로 빚은 위대한 작품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진화하는 것이다. 건물 자체는 물론이고 그 안에서 열연되는 예술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험 등 모든 면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도비가 이 재창조의 여정에 기술 혁신 파트너로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어도비에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의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어도비 주최의 여러 상징적인 이벤트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차원 높은 

크리에이티브와 기술, 그리고 공연 예술의 융합을 보여줄 것이다. 
 
폴 롭슨(Paul Robson) 어도비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크리에이티브의 아이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크리에이티브 기업인 

어도비의 파트너십은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어도비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재창조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현재 브랜드와의 소통이 물리적인 공간과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이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접점에 걸쳐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어도비 플랫폼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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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관객 및 방문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영역의 혁신이 창조성과 어우러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객 및 방문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제공할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는 모든 호주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작이다.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최고의 관광 명소이자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 예술 센터로 매년 820 만 명의 방문자들을 맞이하며 145 만 명이 참석하는 1900 여개의 공연이 열린다. 

딜로이트(Deloitte)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46 억 달러 상당의 사회적 자산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다. 창립 40 주년인 

2013 년에 오페라 하우스는 미래 예술가와 청중, 방문자들을 위해 ‘10 년의 리뉴얼(Decade of Renewal)’ 프로젝트를 개시한 바 

있다. 
 
어도비에 대하여 

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dobe.com/kr/ 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AdobeKorea)과 

공식 트위터(https://twitter.com/AdobeKorea)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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