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

국제도시인 시드니는 호주의 관문이며,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만남, 협력, 혁신
시드니는 호주의 상업 본거지이면서 비즈니스와 학습, 문화 공동체의
관문입니다.

경험 그리고 우수한 디자인

호주 최초의 완전 통합형 국제대회,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자부하는
ICC 시드니는 시드니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회의 장소 중 하나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ICC 시드니(ICC SYDNEY)는 호주의 최고급 종합 컨벤션,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 구역입니다.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도시에 자리 잡은 ICC 시드니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열린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매력적인 현대식 디자인, 최첨단 기술과 시설, 다양한 회의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최상의 식사 및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시드니 중심부

ICC 시드니는 완전히 분리된 3개의 자족형 이벤트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도심에서 열리는 협회 전시회, 기업 및 개인 이벤트 참석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ICC 시드니에서는 야외 이벤트 덱, 멋진 그랜드 볼룸과 최신식 극장, 객실 및
이벤트 공간에서 탁 트인 전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부채 모양의 레이아웃이 특징인 메인 극장은 관객석을 무대에
가깝게 배치해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라이브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이
무대를 한눈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회의를 위한 계단식 극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CC 시드니는 시드니의 항구 지역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녹지, 레스토랑, 상점이
즐비한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의 번화한 공공 구역에 자리 잡고 있어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심과 그 주변의 지식과 문화, 창조 구역까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도시의 지식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ICC 시드니는 동쪽의 도시 중심부, 북쪽의
금융 지역과 교육 구역에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창업의
허브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의 주요 미디어 및 문화 시설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ICC 시드니는 총투자금액 34억 호주 달러, 총면적 20헥타르에 달하는 달링하버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뉴사우스웨일스 정부와 달링하버 라이브
(DARLING HARBOUR LIVE)가 15억 호주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시드니의 서부 항구 해안의 여러 지역이 전례 없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ICC 시드니가 바로 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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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컨벤션 시설

그랜드 볼룸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단식 극장, 1,000명 규모의 계단식 극장, 800명 규모의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 센터 시설은 완전히 분리된 3개의 자족형 이벤트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최고층에 위치한 호주 최대 규모의 볼룸에서는 바다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볼룸은 연회 모드에서
2,000명, 칵테일 모드에서 3,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극장

식사 및 이벤트 서비스

수용 인원이 8,000명(GA 모드에서 9,000명)에 달하는 고급 계단식 극장은 주요 총회 현지 농산물 및 이벤트 서비스의 헌신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요리로
본회의 및 오락 활동에 적합하며, 구성이 유연해 5,000명 또는 6,000명을 수용하도록 환상적인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실

회의실

32,600m²에 달하는 7개의 전시실, ‘THE GALLERY’라는 이름을 가진 2,400m²의
다목적 공간을 포함해 총 35,000m²의 내부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70개의 회의실, 총 8,000m²의 면적을 자랑하는 회의실 공간은 다양한 옵션과
유연성, 주요 회의장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기술

공공 영역

고 대역폭 연결, 센터 전체 무선 연결, HD 디지털 간판, 스피커 준비실 및 전문 회의
시설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실용적 기술을 자랑합니다.

최대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이벤트 공간 및 차이나타운, 센트럴
스테이션, 울티모(ULTIMO), 피어몬트(PYRMONT)와 도심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공공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덱

시드니하버 워터프론트

바 및 라운지 공간을 갖춘 5,000m²의 야외 이벤트 덱에서는 툼바롱 공원
(TUMBALONG PARK)이 내려다보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ICC 시드니는 시드니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달링하버 워터프론트에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교통 및 주차

고급 호텔

공용 주차장이 마련된 시드니 공항에서 8KM 거리에 있으며 친환경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한 본부 호텔인 소피텔 달링하버(SOFITEL DARLING HARBOUR)는 59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ICC 시드니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5,000
개 이상의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SW 정부 프로젝트인 ICC 시드니는 Lendlease, Hostplus, First State Super, Capella Capital,
ASM Global 및 Spotless FM으로 구성된 Darling Harbour Live와의 제휴로 인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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