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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환영사

최근 10년은 Aquamarine
에게 흥미진진한 시간이다. 최근
몇 년 동안몇 가지 획기적인
프로젝트가완료되고 몇 가지 더
진행됨에따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발전해 나가고 영역을 넓혀
파트너쉽과 프로젝트를 더욱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큰 변화의
시기에 있으며, 이를 사로잡을
의욕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혁신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주어진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환경은 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과 문화들이 상호 작용하여
항상 진화를 거듭 –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여가 활동 장소의 디자이너와 시행자로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험들로 현대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회를 활용하여
사람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Nicholas Traviss
↳ 아쿠아리움, 소유주/책임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변화에 대한 수용은 사람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 자연이 계속 진화 하듯이,
우리 역시 변화에 대해 받아 들일 때 그것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 관행에 적응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더 능숙해질
거고, 새로운 정보가 잡혔을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자연의 세계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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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01

하나로
연결된
세계

Aquamarine의 팀, 프로젝트, 고객 및 동업자를
축하하는 통찰력과 영감을 주는 새로운 시도와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로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철학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면
현재 작업, 과거의 프로젝트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의 있는 몇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 인간 다움: 자신보다 더 큰
생각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수 있도록
우리를 신뢰했던 고객들.
↳ 다양성: 세계의 혼잡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독특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장소와 지역사회.
↳ 진행률: 표준에 도전하고
기준점을 높이기 위해 요청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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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을 하고
더 나은, 더 지속 가능한 결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갈망 기업, 사람, 환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의 업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좋은 발전과 좋은
엔터테이먼트 를 만드는 지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작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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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ctika와
사람들을 위한
파트너쉽.

06

Kogalym 커뮤니티를 위한 더 강력한
허브 구축을 위해 루크오일 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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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Galactika는 Kogalym에서
가장 큰 오락 시설과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Galactika 는 레저, 육체적, 문화적 등
필수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편안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지역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매력을
크게 높인다. 우리 단지의 각 아레아는
모든 방문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고
찾을 수 있도록 문화와 스포츠와 같은
특정한 측면을 다룬다.

러시아 북극 지역인 Khanty-Mansi 자치구 Okrug-Yugra
에는 Kogalym의 새로운 거주지가 있다. 1975년 이 지역
내 광대한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 도시의 6
만 명의 우수한 인구는 오늘날에도 이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

테이프 커팅 식이 있기 전날,
Galactika 정문에 있는 조각과 정원.

우리는 Galactika 가 사회 전체와 고객
개개인의 수준에 대해 가지는 책임을
인정한다; 이 단지는 도시, 지역, 연방
차원에서 사회 행사 및 프로젝트에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Kogalym의 가장 중요한 고용주는 러시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석유 산업으로 세계적인 업체인 루크오일 이다.
Kogalym과 그 지역의 다른 두 마을 (Langepas and Uray)
의 이니셜에서 그 이름을 따온 루크오일 과 Kogalym
지역민들과의 유대는 깊다.
루크오일이 주는 고용 안정과 개발 기회에도
불구하고, Kogalym의 외딴 지역은 최근까지도 지역
사회를 육성하는 오락 시설과 다른 주요 시설들로 인해
주민들을 굶주리게 한다. Kogalym 지역 가족들과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2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 Surgut이나
모스크바로 휴양을 위해 이동하는 바,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다.
루크오일의 설립자 겸 CEO인 Bagit Allekperov가
해결책인 Galactika를 고안했다. Kogalym 의 국민들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아이디어로, 문화
스포츠 센터의 개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선뜻 뛰어 들었다.

08

Pavel Lyubenin
↳ SKK “Galactika”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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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점, 레크레이션 그리고 배움을 위한
기회는 모든 사람의 안녕의 필수 적이며,
이러한 기회를 Kogalym 시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독특한 장소의 삶의
방식과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지평을 넓혔다. 이 프로젝트는 진정한
학습 경험이 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Nicholas Traviss
↳ 아쿠아리움, 소유주/책임자

공동체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Galactikf의 컨셉은 훨씬 더 야심찬 것으로
빠르게 진화했고, 그 결과 턴키로 가족 오락 장소가
공동체의 모든 연결 점이 니즈에 부합하게 되었다. 해양
수족관, 아쿠아 파크, 겨울정원, 커피숍, 자연녹 지공간,
소매공간, 지역 등이 어우러져 크고 작은 사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선거구 디자인은 지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캔버스를 제공했다. 비전: 단체 및 기념 행사에
가장 일상적인 순간과 개인의 순간으로부터 광범위하고
변화무쌍한 활동 영역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웰빙의 다른 측면들이 Galacticka
컨셉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교육 및 학습 기회가
설계의 중심이며, 단지 내 커뮤니티 중심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서식지와 자연
야생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열악한
환경의 수명과 내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의
원리 또한 환경을 중시하는 건축 제도 활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발을 뒷받침했고, 해당 지역의 하위 환경
조건에 적합한 고급 장기 공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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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ctika 의 식물원은 일본식 정원,
열대 우림 등 숲 유형이 다른 6개의
분명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인
Yaranga Garden 에서 했던 것처럼
대규모 처리 방법에 대한 테스트
사례였습니다.

Galactika 워터파크는 이 사진을
찍었던 한 겨울에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 목욕과 Banya(러시아 식
사우나)의 즐거움은 러시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수영은
대중적인 운동 형태여서 이 센터의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초기 부터 우리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창조할 새로운
경험과 되풀이 되는 의식을 통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벤치마킹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Galactika 가
탄생했다.
진정한 팀의 노력으로 이 프로젝트는 협력의 업적임이 입증되었고,
파트너십을 통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증명 하였다.
루크오일본사와 루크오일서부 시베리아, 'Our Future' 재단의 고객사
대표들의 소중한 신뢰와 지원으로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하기 위해 신뢰
있는 국제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아쿠아라마린이 모든 프로젝트 컨셉팅, 운영 및 관리를 관리하면서
우리는 이곳 뉴질랜드와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와 계약을 맺고 대규모의
작업을 높은 수준으로 완료했다.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에 본부를 둔 우리의 전시 및 공간 디자인 팀은
그 지역의 14가지 주요 명소의 디자인과 계획했다. Kazan, Erel Gazstroy
의 주 계약자인 터키 프로젝트 관리 및 엔지니어링 팀이 이 프로젝트에
1,000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그리고 터키의 기술 디자인 팀(SFMM)이 이
프로젝트의 기술 디자이너로 계약 되었다. 다른 파트너들에게는 프로젝트의
구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런던의 Charles Russell 의 법적 지원과
모스크바의 JLL과 Crocus 의 입주자 및 소매 브랜드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적인 역학, 정치, 제재의 맥락에서 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작업 방법을 만드는 데 있어 상당한 순발력과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 곡선이었다.
Galactika 는 루크오일과의 길고 결실 있는 파트너쉽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중간, 2016년에 완공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작품들을 지역사회 교육 및 오락
시설, 주거지, 조경 공원 지역쪽으로 진행해왔다.

지속적인 파트너십
Kogalym 의 지역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Galactika 에서
멈추지 않았다. 환경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개발에 대한 우리의
미래 접근법을 개척하고 있는
자생적 지역 Kogalym 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
Yaranga 생물 군계. 18 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박애주의 리더십
Vagit Alekperov 는 리더십과 상업적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내 사회적
이익을 위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Kogalymd의 지역사회에서의
안녕을 도모하고 건설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이다.
그와 그의 핵심 자선 사업인 Our
Future 재단에 대해 96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우리 팀 소개
Aquamarine에 본사를 둔
남아프리카의 국제 디자인 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는 공간
디자인에서 서식지 연구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92 페이지 참조
하세요.

Galactika 자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완공 이후, 원래의 개발의
수요와 성공으로 인해 그것의 크기와 소매 공간을 80% 더 증가 시킬 개발
확장을 착수했다. Galactika 가 Kogalym 사회에 끼친 엄청난 충격은 분명하다.
알렉페로프 회장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나의 개인 펀드, Our
Future 는 Kogalym에 투자했다. 루크오일 과 함께 지어진 센터에는 수족관,
워터파크, 4개의 영화관, 식당, 쇼핑 갤러리, 볼링장, 등반 체육관, 어린이
스케이트장 등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이 해역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
기여한다." 1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Aquamarine은
지속적으로 학습 과정을 진행하며, 미래를 위해 적응, 수정 및 개선을 위해
방문자의 동향과 데이터를 관찰한다. 이 약속에는 건축 시스템, 비즈니스 및
마케팅 운영의 개선을 위한 향후 권고사항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완료 후 3년 후 무료 검토가 포함된다.

↑

12

Galactika 의 수중 수족관 터널은
러시아에서 가장 길다.

인사이트_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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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alym 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한
그들의 노력과 지역 문화 진흥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루크오일
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
↳

I PRA(국제 홍보 협회)의 두 가지 상: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한 최고의 기업. 전통, 영토, 관광
진흥을 위한 최고의 회사.

↳

 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기관(ICCO) 최우수
국
크로스 문화 캠페인 상을 수상, Kogalym의
문화, 사회, 관광 이니셔티브의 홍보를 인정함.

Galatika
월별 작업 프로그램

m2 프로젝트 크기

주 단위 방문객수

주요 명소

Aquamarine 서비스 제공
↳ 컨
 셉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디자인,
스페셜리스트 디자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전문가
설계 감독
건설 감독
관리 및
운영 컨설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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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생활

&
장소들

고대 영감에
대한 새로운
시도.

Yaranga 정원
& 문화 센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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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marine이 Galactika 몰과 엔터테이먼트
중심의 1단계 작업을 마쳤을 때, 루크오일
출신의 Vagit Alekperov 씨가 흥미롭고 새로운
요청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우리는 이 독특한
제안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아이디어의 씨앗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Aquamarine 이 개척하는 신개념 방법론의
선봉 역할을 하면서 Kogalym 사회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Yaranga(정원)는 2023
년 Aquamarine Biom를 ↱ 최초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우리의 계획은 Galactika 근처에 열대 우림
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원과 문화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서 시베리아에 열대 우림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 건물은 러시아 북부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돔 형식의 주택인 'yaranga'라고도 불리는
'chum'의 형태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

20

↑

우리의 Yaranga 디자인은 중심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원도 포함시켜
주위의 땅에서 원활한 변화를
만든다.

↗

새로운 공연 무대는 과감한
모던 디자인을 선보이며 계절
별 화원으로 둘러싸인 유리로 된
지붕이 특징이다.

페이지 39 참조Biomes에 대해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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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6개의 수렴 폭포가 있는 높이 30m의 수질이 식물원의 영웅적인 중심축을 보여준다.
방문객들은 꼭대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 정원과 이국적인 동물 전시회를 지날 것이다. 이
폭포는 구조물 내의 모든 위치에서 들릴 것이다.

인사이트_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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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알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종들을 위한 번식 프로그램까지
포함시키면서 보존과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세계의 숲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직접
경험으로, 그것은 환경에 충실한 것이 될 것이다.
열대우림 정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급 지식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육 센터가
개발될 것이다. 식물학 및 관련 분야의 고급 교육을
실시하면 Yaranga 직원들이 수업과 연수실을 통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등 채용이 간소화된다.
이 교육 센터는 또한 자연 과학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운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수많은 강좌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능력으로 Kogalym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 내 다른 도시의 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문화학습도 지역의 토착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Yaranga에 터전을 마련한다.
문화원의 교육 전시물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과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융합되는지,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설명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들
중에서, 우리는 그 지역의 부족 집단이 종종 그들이 사는
강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 자연과 장소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한다.
문화원은 Kogalym 시의 원래 영토인 동부 한티인에
주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지만, 이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태피스트리 전반에 걸친 폭넓은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브리핑 내용을 확대하면서 우리는 그 지역의 문화사에
깊이 빠져들어 그 지역의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잘 살렸다. 토착문화의
실타래는 이제 단순히 건물의 형태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알리는가에 다시 연결하면서, Yaranga 는 토착민들의
강력한 잠재적 역할과 그들의 지혜가 우리의 발전과
사회 전체에서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것이 뭔가 특별하고 진실로 독특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관광을 이 외딴 지역으로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비판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비전? 열대 및 아열대 식물 열대우림
서식지뿐만 아니라 수족관, 비바리움, 테라리움,
아비아리움, 레저 활동 등이 포함된 경내.
이러한 서식지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혹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엔지니어링과
건설 관행이 채용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세계 인구의 5% 미만으로 구성되지만, 오늘날
토착민들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80%를 보호한다.2 우리
모두가 자연과 우리의 환경과의 깊은 연결고리는 많은
문화와 전통에 반영된다. 자연과 공존하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총체적인 방법을 위해 원주민들은 현대 사업과
교육 오락 디자인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혜택을 주는
교육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지식의 원천과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러한 발달의 다면적인 요소들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욱 사려깊고 응집력 있는
방법으로 한데 모을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면서, 'Biome'
이라는 생각이 탄생했다. 한 Biome 내에서, 고립된 '특징'
의 집합체가 아니라, 자생적이고, 응집력이 있는 전체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든다.↱

이것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지구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Aquamarine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알려준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 외딴 아 북극
풍경 속에서 식물원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탐구하는
과정과 이런 환경에서 건축하는 도전을 통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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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산책로는 아마존
열대 우림 위에 펼쳐져 있고,
홍수가 난 산림종이 밀집해
있으며, 이 곳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Yaranga Biome 는 산과 열대우림의 서식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수중 전시물을 전시해 방문객들이 우렁찬
열대우림의 개울, 수영장을 거쳐 산꼭대기에서 강과
호수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중에 동물과 식물들의
삶을 관찰할 것이다.
Biome 는 자연세계를 보여주고, 뚜렷한 서식지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서로 교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은 레크리에이션과 재미를 통해

↱

페
 이지39 참조 하세요 우리의
Biome 개념 방법론에 대해 더
많이 읽다
인사이트_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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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ranga 단지는 러시아 북부
유목민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돔 형태의 주택에서 그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단면에서는 수족관 건설, 교육,
환기, 냉방 및 유리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특이한 개념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26

인사이트_1/2020

27

완성

m2 프로젝트
사이즈

혜택들

YARANGA BIOME

프로젝트 예산

축하문화
칸티만시 자치구 오크루그 유그라는 문화적
복잡성과 다양성이 있는 지역이다. 지역 문화를
정확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프로젝트에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정보 전시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문가
팀은 프로젝트가 지역의 문화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을 이해하는 것
마지막 달팽이까지 모든 종은 Yaranga 의
큐레이션된 생태계 내에서 신중하게 고려된다.
다수의 생물학자들과 종 전문가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도는 단순히 생물과 식물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식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 진정한 자연 환경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조화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이 프로젝트는 개인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사회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 교육적 기회와
더불어 현지인들이 이 지역 문화와 함께 이국적인
서식지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발전은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스마트 빌딩
전문가 팀이 기여하는 가운데, Yaranga 는
공학적인 기준과 지속가능한 사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건설될 것이다. 덥고 습한 열대우림
환경을 복제하는 것은 외부 기온이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에 달할 때 쉽지 않지만, 첨단 재료와
건축 기술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수족관 탱크가 물을 재활용해 열대
우림 카노피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우리는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혁신하고 개발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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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anga 정원
배달하기
360도 사업부

↑

이 콤플렉스가 프로젝트의 기술적, 창조적 요소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Yaranga 정원 문화
센터를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협력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져왔다. 모든 Aquamarine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맞춤형, 고도로 전문화된 팀을
구축하여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찾았다.
Yanranga 가 펼쳐지면서 인류학, 역사문화부터
미술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생물학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뉴질랜드를 필두로 모스크바(기술, 프로젝트 및
엔지니어링), 상트페테르부르크(자연계 및 생물학)의
현지 팀과 제휴해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까지 원격으로
여러 전문가가 참가하고 있다. 매우 전문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우리는 Yaranga 가 대표 되는 지역
문화로부터 마지막 달팽이 종까지 고려되지 않은 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프로젝트 비전에 맞춘 팀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핵심 파트너 LP 그룹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의 통합이었다. Vladimir Glizer(LP
그룹 총감)가 그렇게 잘 표현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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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의 접촉을 잃고,
그 파괴성에 대한 이해와 모든 생물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잃는다. 연예계는 짧은 시간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수익 증대를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 높은 동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방문객들이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일정한 내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웠다."
Aquamarine 소속 팀만큼 도전의 투지가 넘치는
파트너 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 대중을 놀라게 할
많은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눈치채지 못할 많은 다른 프로젝트들. "45
도 이하의 시베리아 기후에서 열대 온실이라는 독특한
개념과 건축 등 프로젝트의 일부 측면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다른 것들은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숨겨지고 이해된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복잡하고
독특한 구조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은
우리 모두가 믿기 힘들 정도로 자랑스럽다."

글레이징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도전이자 성공 사례였으며, 방문객들은 우리가 고객인 알렉페로프씨로부터 비전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바깥의 눈 평원과 열대 정원의 극적인 대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vgeny Kushchenko LP그룹 총수는 건물의
중심에 있는 복잡한 수직형 조경, 같은 건물 내의 열대
및 아열대 기후를 제어, 다양한 동물 종의 웰빙 욕구의
균형, 프프로젝트 프로세스 중에 수행되는 광범위한
과제 중 몇 가지에 지나지 않음.
LP 그룹의 수석 아그로노미스트 세르게이
그리쉬첸코는 정원을 가꾸는 도전을 통해 팀을
이끌었다. 정원은 선택된 식물을 통해 미적으로
흥미롭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젝트의 독특한 성격은 LP그룹의
전문가 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해결해야 할 '
비표준' 요구사항이 많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쉬첸코는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할 때
팀워크는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

치아로스쿠로와 같은 개념을 통합한, 빛과 그림자의 대조와 놀이를 내 안의
모든 공간에 사려깊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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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anga 정원으로 배달
- 360도 사업부
프로젝트 개념, 설계 및 실행
Nicholas Traviss

프로젝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건축 설계 및 프로젝트
조정

Anna Tarasova

인테리어 디자이너

Suzanne Burger

프로젝트 팀장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

Nicolas Burger

그래픽 디자이너와 마케팅

Olga Petrova

러시아의 수석 규제 건축 설계자

제도팀:
Cecilia van der Merwe

프로젝트 BIM 리드

Amoré Strauss

선임 팀원

Hendrik Saaiman, Kristi van Heerden
and Julie-Anne Porter

팀 구성원

환경, 서식지 & 종
Andrey Oppolitov

대형 양식 및 수족관 전시 전문가

Yuri Menshikov

사막종, 거북이, 도마뱀, 악어 전문가

Vladimir Charlin

파충류, 뱀, 도마뱀 전문가

Ekaterina Alekseeva

수의사, 오리온스 학자

Dmitry Ralov

전문가 문서, 도면 준비

Dmitry Gorbatovsky

장식가-예술가 인공경관

Igor Grutsky

해양 수족관 관리자

Evgeny Korotkevich

나비 전문가

Nikolay Kotov

나비 및 곤충 전문가

Irina Brooy

곤충 및 달팽이 전문가

Sergey Grishchenko

각 기후/지역별 플랜트 멀티필드 전문가

Irina Kozlova

열대 및 아열대와 지반 식물 전문가

건설 &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 운영

터키 기술엔지니어와 프로젝트 관리:

Maxim Belyanin

일반 관리자 및 관리

Vladimir Glizer

프로젝트 매니저

Jon Sim

최고 재무 및 운영 관리자

문화와 유산
Alevtina Borodulina

사회인류학 연구자, 응용인류학

Olga Starodubova

Surgut 토속박물관

Olga Balalaeva

박사, 독립 연구원

Andrew Wiget

교수, 박사님 멕시코 주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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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ynel Burak Ayhan

건설기술자 및 프로젝트 매니저

Hakan Dilan

기계 엔지니어

Maksim Serov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

Yana Grigoryeva

HVAC 프로젝트 엔지니어

Alexander Arsentyev

배관 프로젝트 엔지니어

Alena Sishenek

전기 프로젝트 엔지니어

Aleksei Shukalovich

저전류 시스템 프로젝트 엔지니어

Evgeniy Salakhov

소방 시스템 엔지니어

Evgeny Kushchenko

건설 및 특수시스템

Sergey Ivanov

LSS 엔지니어링 시스템 및 빌딩 엔지니어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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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anga에
경이로움의 세계

↳Yaranga 정원 생태군계는 1966평방미터의
그린하우스와 90평방미터의 교육용 전용
공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매력적인
종들이 들어설 것이며, 2개의 전용 교실,
수많은 대규모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마련될 것이다. 260
평방미터의 문화센터와 함께, 지구의 숲에
대한 교육과 학습과 그 중요성이 방문객
경험의 중심이 될 것이다.

독특한 사막 다육식물로부터 아름다운
열대 난초까지 400종 이상의 식물 종

장수 골리앗 풍뎅이를 포함한 15종의
곤충과 연체동물과 근면한 잎 절단 개미
군락.

색색의 만다리나오리와 홍학류를 포함한
7가지 종류의 새들

독특하게 흥미로운 목 도마뱀과 노란 아
나콘다를 포함한 특징 있는 다양한 뱀들,
16종의 파충류 종

작고 화려한 네온 테트라부터 강
거인 아라피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가오리에 이르기까지 40종 이상의 다른
물고기들

인상적인 핑크 버드를 먹는 타란툴라뿐만
아니라 덜 알려진 태리스 휘프
스콜피온을 특징으로 하는 38종의
거미류

갑각류의 38종

Gentoo 펭귄이 특별히 포함된 38종의
펭귄. 그들의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한 엄격한 실행과 계획으로 우리는
그들의 적극적이고 호기심 많은 마음과
활발한 성격을 기를 수 있다.

악명 높은 포이즌 다트 개구리 등 양서류
8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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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면 잊어버리고,
보여주면 기억할지 모른다.
나를 참여시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속담

우리가 연결점과 관여를 만들
때, 우리는 이해심을 쌓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긴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다.
Aquamarine의 접근의 핵심에는 몰입적이고
깊이 상호 작용하는 경험들이 있다.
우리의 독자적인 엔터테이먼트 구역 개념인
Biome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서식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은
물론 보다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오락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을 촉진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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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 안으로
들어와라
엔터테인먼트 구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

↖

38

Bay Cloud 숲 옆의 싱가포르 정원. 싱가포르 정부의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며, 우리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그 기준을 넘어 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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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Biomes
… 변화를
요구하는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향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태초 부터
자연은 끊임없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세계의
자연적 리듬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사물을 균형을
잃고 밀어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자연 의
굴레에서 인간 자신을 제거하면 해결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 함께라면 둘 다
똑같이 번창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해야 한다.
역경 속에서도 인류는 항상 기회를 만들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종족으로서의 우리의 성공은 혁신,
성장, 진보를 찾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우리(인간)의
영향이 계속됨에 따라, 지금은 우리의 현 상황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의 절정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
자연이 적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주인
적이지 않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기업, 지역사회,
정부 및 아이디어 또한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만
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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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든
것이 Aquamarine,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Biome - 사전 정의:

우리 자신처럼 크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싸움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장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야에서
전진해야 한다. Aquamarine 에게는, 그것은
엔터테이먼트를 개발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디자인하는 자연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큐레이션과 신경을 써 왔지만,
우리의 능력을 구축함에 따라,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체험 디자인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엔터테이먼트 장소들은 한 번 경험했을 때 인지된 가치와 즐거움 면에서
수익 감소를 제공하는 빛 좋은 개 살구 일 뿐이여서 차기부터는 '액션 팩'으로 가득 찬
주요 전시회를 계속해서 진행 하려고 한다. 이것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경계를 넓히지 않는다. 그것은 영감을 주거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엔터테이먼트 장소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우리 커뮤니티와 환경의 현대적 요구는 경험과 엔테테이먼트 디자인에 대한 접근
관점에서 우리가 더 잘 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

↳ 생
 물학적 용어로 생물체는 "생물
형태와 환경 조건이 유사한 식물과
동물의 주요 집단"으로 정의된다.3
공유된 물리적 기후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간결한 생물 공동체"
로,4 생물체는 그 범위 내에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다5
	생물체는 삶을 위한 환경을
공유하는 보완적인 생물 종으로
경계된 영역을 나타낸다.

우리는 접근법을 개발했고, 물론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개념 영감을 얻었다.

	

↑ Safdie Architects가 디자인한 창이 공항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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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우림은 툰드라, 초원, 사막,
그리고 지구상에 다른 기후, 종,
생물학적 프로필을 가진 많은
다른 유형의 구별되는 환경들과
마찬가지이다.

↗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체에 대해 읽으려면 페
 이지 56을 참조하라.

		

여기서 우리는 영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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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marine Biome: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재정립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 사
 람이 번창하고, 우리 환경도 번창하는
세상을 위해 디자인한 우리의 Biomes는
활발한 오락을 위한 살아있는 호흡 공간이다.
Aquamarine Biome는 다른 점이 있는 마스터
기획 엔터테인먼트 목적지다. 자연 전시, 활동
경험, 라이프스타일, 웰빙 및 교육 시설의 상호
의존적인 컬렉션을 핵심으로 하는 Biome
는 환경,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티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진취적인 사업 제안을 한다.

자연의 생물체가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자생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균형 잡힌 환경인 것처럼, 이를
제공하는 목적지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는 각각의 Aquamarine Biome 를 하나의 응집성
전체로 간주하고, 반면에 각각의 개별 서식지 경계 내에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대표적으로 보장한다.
각각의 Biome는 간략하고 맥락에 맞게 고안되었지만,
모두 공통의 원칙으로부터 자연, 사람, 오락, 교육을
연결하는 환경을 큐레이션한다.

Aquamarine Biome
의 4대 기둥

자연 서식지

능동적 경험
엔터테이먼트 구역은 다시 생각해보면, Biome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의 종합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으로 대표하고 수족관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족한 점을 'satus quo' 으로 답한다. Biome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설계에 의해 제공하고, 그들이 놓여진 지역사회를
크게 풍요롭게 하며, 변화에 기꺼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 환경이다.

라이프스타일
& 웰빙

Aquamarine에서는 Biome의 설계가 지역사회를 향상 시키고 환경에
민감한 투자자를 위해 제공되도록 최적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에 앞서 상세한 타당성 조사와 상황별 평가를 수행한다.
변화의 시기는 지금이다. Aquamarine에게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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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 서식지

↳ 2. 능동적 경험

Biome 의 초석

우리의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생활양식과 경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쉬운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토착 동물과 식물로부터 매우
많은 특권을 받고 있으며, 우리 환경에
대한 선천적인 감상이 한 민족으로서
우리 몸에 배어 있다. 원주민
마오리족의 지역 전승과 역사, 그리고
그들의 Kaitiakitanga↱ 개념에서부터
관영 보존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묘한 환경을
보호하고 경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연과 그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은 모든 민족에게
접근하기 쉬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 Biome는 자연
서식지로 그것을 정확히 달성한다.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자연 서식지는
야생에서처럼 조화롭게 자라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공동체를 세심하게 가꾸어 놓은 것이다. 선도적인 기술과
엔지니어링의 혜택을 크게 받으며, 우리는 자연 조건을
복제할 수 있고 Biome의 위치와는 다른 많은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커뮤니티 구축과 연결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물원 특징부터 예술과 과학과 결합하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제시하는 수족관까지, 우리는 Biome를 통해
어느 커뮤니티에도 더 넓은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6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더 완전한 경험과 함께, 더 오래 머물게 되며, 더
깊이 관여하고 투자하여, 더 유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떠난다.

우리의 Biome 디자인에서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목적지 내에서 발견되는
스릴과 유출은 전혀 잊혀지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어드벤처
파크와 놀이터가 Biome의 자연 공간과
함께 통합되어 있어, 웰빙을 촉진하고
기존의 'one-and-done' 놀이기구와
전시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완전한 인터랙티브 경험을
보장한다.

적은 거부터 높은 아드레날린까지, 활동은
방문객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한다. 등반벽,
공중공원, 그네, 미끄럼틀, 워터파크, 지퍼라인, 아장아장,
암벽등반, 심지어 실내 스카이다이빙도 가능하다.
전 세계의 신체 활동, 스포츠, 놀이기구, 게임, 볼거리
등이 전체 Biome 행선지로 통합될 수 있다. 날씨나 지리적
제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년 내내
즐기고 즐길 수 있는 올바른 조건과 환경을 복제할 수
있다.

과학은 이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울증, 혈압, 스트레스, 그리고 일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해 자연에 빠지는 것의 막대한 이익들.
7자연을 우리의 생활방식과 연결 할 때, 우리 모두는
이익을 얻는다 – 따라서 자연 서식지가 우리의 Biome
디자인에 왜 그렇게 필수적인가 알 수 있다.

↱ Kaitiakitanga의 마오리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
 이지 6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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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라이프스타일 & 웰빙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과 공동체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한 자기관리와 사회활동의 역할은
Biome 디자인 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육성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방문객들의 공통적인 기대와
요구를 해결한다. 소매, 접대, 건강,
웰빙 공간 전반에 걸쳐 통합되어
있어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현대
럭셔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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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 & 문화
모범적인 사례

훌륭한 식사 및 데이 스파에서부터 최신 패션
소매 및 카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욕구와 욕구는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고 공유된 경험을 깊게 하고
안팎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잘 여겨진다. 공동체 의식과 연결 기회도 육성된다.
레스토랑과 바는 심지어 자연 서식지와 통합되어
현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주변 환경과
장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면 전문 서비스와 회의 시설도 고려해
대체적이고 다양한 소득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은 우리가 가르침을 맥락과
경험에 연관 시킬 수 있을 때 항상
가장 효과적이다. Biomes 는 정확히
그들의 능력으로, 수많은 자연 서식지,
학습 환경, 그리고 교육 기회를
수용하고 표시할 수 많은 자연 서식지,
학습 환경, 그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과
지식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롭게 하고
지역 문화를 인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보존 관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사람들이 자연 환경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록,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8 교육은 우리의 중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Aquamarine 설계한 모든 Biome 안에서
경험의 필수적인 측면이다. Biome 시스템은 또한 현장
연구, 사육 또는 재배 이니셔티브를 통해 위험에 처한
자연 환경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
교육, 문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Aquamarine 의 Biome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세계의 문화적 복잡성과 다양성은 기념할 가치가
있으며, 전 세계의 지역 역사, 관습, 전통은 교육 시설과
접점을 통해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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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첫 번째 Biome, Yaranga 정원은 말 그대로 교육, 사회, 문화
시설로 둘러싸인 커다란 메인 정원으로, 우리의 Biome 기둥 4개의

Yaranga Biome
↳ 주요 기능

설계와 실행에 깊은 연관이 있다.

1.

전시물이 있는 가든 코어

2.

정원 입구

3.

정문

4.

펭귄 전시

5.

토착 문화 센터

6.

카페

7.

온실

8.

기술 지원

9.

강의 & 교육용 스위트

10.

기능 센터

11.

운영

4

10
8

3
2

12

1

5
11

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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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 디자인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그들이 배우고 있는
세계의 일부로서 참여자가
되어 좀더 몰입감
있게 느끼고 그로 인해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Nicholas Traviss
↳ 아쿠아리움, 소유주/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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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 이익

사람

나무에
있다.

↳ 건강 증진
↳ 신체활동 증가
↳ 환경교육활동
↳ 경험 공유
↳ 성취활동

환경
↳ 환경인식

일본에서는 신린요쿠(산림욕)
의 실천이 현대 도시생활과 그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 서식지 보호 이니셔닝
↳ 지속가능한 생태계 설계
↳ 연구 및 학습
↳ 기업환경리더십

사업

심지어 '숲 목욕'이라는 낭만적인 관념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건강 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방어 기제로서 나무들에 의해 주어지는 '
피톤치드' 일 수 있다고 한다. 9 피톤치드는
강력한 항균성을 가진 유기 화합물이다. 다른
연구들은, 흡입했을 때, 'aerosols of the forest,'
이 면역 체계에 높은 'NK'(Natural Killer)
세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향상된 동일 장소 체류 시간
↳ 교육 파트너십 기회
↳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광 활성화
↳ 귀환 방무객 증가
↳ 다양한 수익원

과학은 이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연구들은 감정적인 웰빙과
기분 개선뿐만 아니라 차분함과 공감의 감정,
심지어 혈압, 근육 긴장감 감소,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저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같은 생리학적 이점까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7
심지어 '마법의 숫자'도 있다 – 일주일에
적어도 두 시간 동안 자연 환경에 몰두한 후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후, 더 큰 '공동체의 화합'과 연계되고 범죄율
감소와 같은 혜택과 함께, 그 혜택은 개인을
훨씬 넘어서 까지 확장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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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Biomes
↳ 우리의 영감

지구의 놀라운 자연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면 우리가 왜 이
지식을 공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숲, 습지, 해양은 모두 자연계의
생물체다. 독특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세 가지 모두 우리
환경의 평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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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때때로 지구의 폐라고 불리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숲,
러시아의 보렐 숲이나 타이가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지구 보물 중 일부분이며
탄소 격리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	
우림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태계로, 어떤
생태계는 현재의 형태로
적어도 7천만 년 동안
생존해 왔다.11
↳

 시아에서 눈 숲이라고도
러
불리는 보렐라 숲은 러시아,
몽골,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 북부
고위도에서 자란다.12 주로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대우림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탄소
격리에도 똑같이 중요하다.

↳

 시아의 대숲은
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삼림지대를 이루고 있다. –
심지어 아마존(12M km2)13
보다도 더 크고, 지구의
기후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Biome
의 위도는 50N이다.12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구
생물체'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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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

숲이 지구의 폐라고 묘사하는 것과 일치
하지 못하는 생태계는 지구의 신장으로
묘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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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이점들 중에서, 습지는
다
물 시스템을 청소하고,
홍수에 대비하여 해안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새, 곤충 등을 포함한
독특한 동식물군을 보존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quamarine 의 고향인
A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현재
원래 습지의 90% 이상을
잃었다.

↳

 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에
이
대한 대중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 없이, 생태계의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되어 왔다.

대양

↳

 구 온난화와 산성화는
지
이미 산호초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는 변화하는 기후에
매우 취약하다.15

↳

 재, 바다는 이산화탄소
현
흡수원이며, 인간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이상을 흡수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활성
탄소 흡수원으로 알려져
있다.16

Aquamarine 의 사업과 우리의 열정의
토대를 오랫동안 유지하라.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이다.

인사이트_1/2020

59

원주민
지혜 &
Kaitiakitanga
전통적으로 마오리는 인간과 자연계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연 질서 보다 우월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연의 일부분이다.17 이 믿음은 마오리족이 그들의
시누아(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큰 경외심과 환경
전체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Kaitiakitanga 는 후견인과 보호를 의미하며,17
마오리족 세계관(MaTauranga 마오리, 또는 마오리족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이 어떻게 관리되야 하는지
설명하게 되었고, 뉴질랜드의 환경 관련 법률까지
편입되었다.
그 땅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 전통문화에
깊이 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생태계와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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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Traviss
↳

Aquamarine
주인/사장

Nicholas 는 1972년 아버지 Bobby가 창업한
회사를 맡은 이후 Aquamarine 을 여러 차례
변신시켰다. 사실 그는 적응력을 사업 자체의
핵심으로 보고, 다양한 시장을 만나도록 진화하고,
새로운 지평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체적 관점은 항상 Aquamarine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중심 이었고, 즉 상황의 모든 상호연결된 부분을 보고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 Nicholas.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프로적인 차원에서는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우리의 디자인 철학과 협력적인
업무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모두 맥락에
반응하고, 기회에 열려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일의 일부분이다.
뉴질랜드 먼 북부의 주거 및 상업 업무를 전달하는
건축회사로서의 초기부터, '연대'를 지나 상업 수족관의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한 이후부터 그래왔다. 이제
Aquamarine 이 전 세계에 뿌리를 뻗으면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개발로 확대되면서 훨씬 더 관련성이 있어
졌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눈을 뜨게 하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전 세계
우정과 파트너십, 협업을 맺을 수 있는 기회."
최근의 사건들이 전 세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즉 COVID-19의 세계적 영향력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적응의 중요성은 명확해졌다. 원격
협업이 주요 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기업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상호 간의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미 Aquamarine 운영의
본질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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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이벤트가 보여준 것이 하나
있다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협동과 협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이나 부정으로 우리를 마비시킨다면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변화가 가져올 기회를 보는 능력도 줄어든다."
Aquamarine 은 아직 진화가 끝나지 않았다. Nicholas
는 이 같은 선견지명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 선견지명은 우리
환경의 그것과 인간 복지의 상호 연결성을 옹호하고,
산업이 더 잘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양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Nicholas 에게는 그의 마음에 와 닿은 환영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외곽에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혜택을 매일
누린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보존부 및 현지 Iwi와
제휴하여 그의 집 근처에 400년 된 토종 숲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영구 보존을 보장하고 있다. 이 오래된 숲은
또한 지역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젝트의 배경으로
문화재로 제공한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모두 우리가 이전에 행해졌던
것에 근거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갖고 싶은 삶과 사업, 세상을 위해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사물에 접근하는 것이다."
Aquamarine 의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페이지38의 Biomes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VGP Marine
Kingdom

인도의 새로운 국가
표준이 새로운 지평을
깨뜨렸다.

↳ 인도, 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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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규모와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배우는 한 가지는
인내심과 끈기가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고객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개념을 개선하고
구축하는 데 시간을 투자 했고, 이
프로젝트를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

Nicholas Traviss
Aquamarine 주인/사장

이 국제적인 수준의 프로젝트는
통합된 교육과 환경 친화
프로그램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생
에코시스템을 갖춘 인도 최초의 가장
큰 아쿠아리움으로 설계 되었다.

아쿠아리움 산업의 오래된 멤버인 마린스케이프와
함께 건축 프로젝트, 인테리어 디자인 과 테마 여행
디자인의 업무를 맡았다. 우리는 마린스케이프와 함께
스토리 라인에 맞춰 디자인 하여 그 결과 다이빙 학교,
전시회 및 식사 공간 등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VGP Marine Kingdom의 70m 길이의
해저 터널.

→

거꾸로 앉아 있는 조개껍데기
개념에서 고안된 우리의 목표는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실내에서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열린 파사드
(우림 속 한 점)를 만드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그들의 관심을 유도 하는 것이었다.

→

대형 공공 수족관 탱크의 경우 이전에
투르쿠아주(터키주 이스탄불)에서
사용했던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창문이 두 개인 파노라마 탱크를
만들었다.

2012년부터, 우리는 첸나이의 새로운 목적지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보장하면서, 최종 접근 법이
선정되고 의뢰 되기 전에 몇 가지 컨셉 디자인을 탐구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밟았다.
첸나이 아레아의 VGP 월드 테마파크의 아쿠아리움은
엔터테이먼트와 교육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것이다.
70m 길이의 지하터널과 파노라마 뷰어로 전시된 35종의
심해 어종은 인상 깊은 특색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의 첫 번째 주요 수익 사업은 아쿠아리움으로
이것은 아쿠아리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인도
시민들에게도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Ahmedabad 의
새로운 구자라트 해양 수족관과 같은 다른 아쿠아리움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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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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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VGP 해양 왕국 지붕의 조개껍질 모양은 장력을
동반한 구조인 반면, 대형 단지형 공공 수족관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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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도시 첸나이다

첸나이의 습지, 강, 호수는 도시화로부터
상당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다른
환경압력은 수족관에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면서 그 지역의
새로운 보존 이니셔티브와 환경 인식을 촉진
시키고 있다.

여러 면에서 대표 도시인
첸나이는 음식, 영화, 관광, 건강
관광, 그리고 현대와 전통 문화의
결합으로 유명하다.

첸나이에는 많은 별명이 있다.

첸나이는 1996년까지
마드라스로 알려져
있었다.

↳ 인도의 건강 수도
↳ 남아시아의 디트로이트
↳ 남인도의 관문
↳ 플라이오버 시의 도시
첸나이의 남쪽 해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의
부화장이다.

↳ 인도의 은행 자본

Jon Sim
↳

Aquamarine
Lead 타당성 전문가 및
최고 재무 및 운영 관리자

어디서든 시작하고, 어디든 찾아봐.
Aquamarine 에서, 초기 프로젝트
브리핑은 종종 클라이언트의 덧없는
생각처럼 모호하거나, 전 지역을
재 조명 할수 있다. 지질학자로서의
배경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이 타당성 평가에 대한 그의 깊은
계층과 분석적 접근법을 뒷받침하고
알려줌으로써 존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초기의 요약이 무엇이든 존은 소위 말하는 'bottomup' 접근법을 취한다. "나에게 있어서 출발점은 언제나
가능한 한 사회, 문화, 정치 지형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일하고, 놀까? 나는 항상 '
프로브(prove it)'를 하기 위해 도전한다. -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을 볼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은 체계적
구조와 유동성을 결합한다. 항상 지역, 국제 및 관광
통계를 포함한 경쟁 업체, 인구 통계, 인구 프로 파일을
평가하는 기본 프로세스부터 시작 - 우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손에 넣은 다음, 시도하고 확실한 방법론을 그것에
적용한다. 그렇다면, 지역적 맥락에 대한 관찰과 대응의
직관적인 층이 있는데, 상식과 깊은 질문에서 오는 그러한
통찰력의 비약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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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고객 파트너십을 협업의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컨셉부터 운영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한다. 고객들에게 성공을
최적화, 평가 및 보장하기 위해 트랙에서
무료로 체크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역사, 그리고 풍경과
함께 일한다.

↳ 페루, 리마:
	 독특한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맥락은 이 현재의
프로젝트를 진정으로 독특한
것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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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시민불안, 상승과 하강하는 동력역학 등
수세기 동안 페루 리마의 도시경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오늘날, 내륙에서 더 먼 리마의 도심은 바다와 더
가까운 미라플로레스 지역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바닷가에서 새로운 사업과 관광이 번창하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그 옆에 개발과 인프라가 갖춰졌다. 우리는 이
활기찬 지역의 증가하는 인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족관
단지를 설계하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잉카의 신성한 계곡인 페루 안데스
산맥의 우루밤바 계곡에서 인용하면서
새로운 수족관을 위한 우리의 디자인
컨셉에 영감을 주었다. 이것은 그
컨셉의 지배적인 원형 모양에서
보인다.

아쿠아리움 자체에서 방문객들은 옛것 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여행의 안내를
받을 것이다. 놀라움과 발견이라는 요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건축 배치, 전시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이 융합되어 매끄러운 현장 학습을
만들어낸다.
이 개념의 중심에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금과
담수 둘 다에서 살아있는 수생 서식지는 팻말로 표시로
보완되고, 각각의 세심하게 큐레이션된 발견 구역에
적합하도록 전시된다.
아쿠아리움의 디자인에서, 우리는 사람이 그 시설을
통과하는 여정의 모든 부분, 즉 보행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적이고 감성적인 여정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이 센터에는 박식한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고, 상세한 정보 표시로 방문객들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즐기고 배우는
데 완전히 몰입하게 될 것이다.

↖

지역 건축 유물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 모티브가 우리
디자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

잉카 신성한 계곡의 고대
유적지 - 우리의 디자인
컨셉에 기준이다.

↑

해변에 바로 앉아 있는 이
수족관은 낡고 사용되지 않는
운동장에 위치한 새로운
발전이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지하 전시물들이 15,361
평방미터의 디자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전망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됨에 따라, 미라플로레스 해안
환경의 절벽과 해변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연
경관과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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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
리마 아쿠아리움은 아직 개발 중이며 결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지만 그것은 좋아서 하는 일 이었다.
우리가 완료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부터
정치, 금융에 이르기까지 장애물에 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리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규모 계획
프로젝트가 종종 있을 수 있듯이, 리마 아쿠아리움 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결실을 맺게
되면, 우리가 한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길을 안내하는 것은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

주요 구조물은 건물과 하늘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반사 수영장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위 절벽에서
바라본 경치는 마치 하늘을 거울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

바다 위에 펼쳐 있는 반사 수영장
위로 보드워크가 펼쳐져 있다.

이 작품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페루의 수도가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페루에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Nicholas Traviss 이야기 한 것 같이:

“남아메리카의 믿을 수 없는 야생
생물들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수족관은 야생동물이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다. 페루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페루의 무언가를 더
넓은 세계로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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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새눈은 컨셉의 고리 구조를 보여주며, 지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넓은 작업공간을 통해 상단층의 선명한 시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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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 아쿠아리움

방문자 응대, 5가지 주요 원칙

m2 아쿠아리움 개발
전체 면적

리마는 페루의 수도로
남미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다(페루 인구 3000만
명 중 1000만 명 거주).

관광의 메카인 리마는 서퍼, 모험 관광객,
미식가, 문화 애호가들이 모두 찾는 곳이다.

오감을 모두 활용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업한다. 모든 감각들을 사용 함으로써
우리는 더 길게 지속되는 영향력과 더 인상 깊은
추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심장과 마음 모두 터치한다 →좋은 통계와
정보는 인상 깊은 경험을 맛 볼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란? 사람들을 웃게 하고, 활짝 웃고,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얘기 할 수 하는 경험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커뮤니티가 필수적→커뮤니티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이며, 방문객과 직원 모두에게
장소감을 만들어 그들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
자신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더 오래 머물며, 더 행복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연결된 방문객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문을 다독일 뿐만 아니라, 재 방문
가능성도 높다.
경이로움을 쌓아라→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강력한 연결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가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런 유형의 스토리텔링과 체험
디자인은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청중을 파악 →정확한고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인한 운영은 성공부터 경험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젝트의 완성에 있어 우리
청중들에 대한 깊은 이해도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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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s
& Suzanne
Burger

국경, 문화, 언어, 그리고 시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Aquamarine과 전세계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는 적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증명한다.

거의 모든 대륙에 걸쳐 있는 고객들과 함께, Aquamarine
은 그들의 비전을 앞세우기 위해 전세계를 걸쳐 같은
생각을 가진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Aquamarine은 이 접근방식이 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기술적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전세계 고객의 니즈,
컨텍스트 및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 가능하고
영감을 주며 변화를 유발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전례 없던
것을 보여주었다.
Nicolas & Suzanne Burger 는 그 팀의 핵심 버들이다.
뉴질랜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Kogalym
기반의 Galactika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계약을 따낸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부팀은 웅장한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가져왔지만 이런 국제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프로젝트에는 처음이었다. 그래도 확실히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다."
각 그래픽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이 두
사람은 항상 서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있어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다.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브랜드, 고객 여정/경험, 테마 및 기술 도면 전시, 세부
지향적인 성격은 Nicholas Traviss의 비타협적인 비전을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

국경 간 협업

많은 사람들에게 Aquamarine 프로젝트의 범위는
벅차 보일 것이다. 그러나 Nicolas
& Suzanne
에게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꿈의 직업'을 구현한다.
Suzanne의 설명대로, "Nicholas Traviss는 우리에게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유와 그것에 책임을 부여하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신뢰를 주었다."
이따끔 국제적인 맥락에서, 자연에서, 그리고 모든
독특함에서, 그녀는 Aquamarine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있어서 필적할 수 없는 보람 되고 도전적인 경험을 동기
부여를 한다고 밝혔다.

능력에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팀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고립된
장소에서 그들이 얻지 못할 경험들.
"그것은 우리의 일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게
만든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은 Aquamarine 의
본격적인 글로벌 운영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국제
고객 및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통해 중앙 자오선 근처에
위치한 작업 팀은 24시간 내내 응답하는 운영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매우 유용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Nicolas의
말 대로 가정 혜택과 자유를 통해 얻은 작품이 Auamarine
에 Nicolas
& Suzanne
의 마음을 끌지는 못했다.

"Aquamarine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은 우리
팀들의 타고난 감상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남아프리카인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현존하는
국가로부터의 기술과 감상은 Suzanne과 나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려 온다. 우리가 열정을 쏟았던 일이고,
Aquamarine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수준으로 우리의 작업을 접목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Aquamarine의 네트워크를 통해 강력하며, 회사가
제시된 기회를 활용하면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적응하고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했습니다. Nicholas Traviss 의 말처럼 "완성된
센터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부터,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과 심장에 그것이 전부이다. Nicolas &
Suzanne 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관련자들에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Suzanne은 "우리는 또한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uzanne 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Galactika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팀원들이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학습과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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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marine에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빈 페이지로 시작된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에 타당성 조사 시,
추천서를 작성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려고보고 다시한번 모든
질문을 한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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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사회적
기업 선봉장
↳ Vagit Alekperov 와 Our Future 재단: 러시아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수호하는 것

루크오일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Vagit
Alekperov 와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한 후,
우리는 그가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그의 사회적 적극성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면서 영감을 얻었다.

96

우리의 고객인 Vagit Alekperov 로부터
루크오일 로고를 이용하여 건물용 간판을
제작하라는 보고를 받은 후, 우리는
반사형 조사등 뷰를 통해 이러한 미학적
도전을 달성했다.

커뮤니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에
개인적으로 참여함(Kogalym의 Galactika 포함),
Alekperov 씨는 우리 중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이니셔티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개인적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Our Future 재단이다. 하지만 먼저, 그 남자 자신에 대해
조금 얘기해보자.

이들의 임무는 사회적 문제와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조직에 지원과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면서 러시아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펀드는 '사회적 기업가 상'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 내의 신규 또는 기존 기업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이 기금의 초점은 긴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Vagit Alekperov 는 이미 지도력에
있어서 놀라운 업적을 세웠다. 그의 모든 경력을 에너지
산업에 바친 Alekperov 씨는 굴착장치 (Rigs) 에서
일하다가 소련 역사상 최연소 에너지부 차관이 되었고,
차후에는 루크오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루크오일
은 러시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석유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다. Alekperov씨는 1993년 설립 이후 루크오일
의 사장이었다. 러시아에서 5위(모스코바 타임스)로,
세계에서는 55위로 군림하고 있다(포브스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214억 달러). 이렇게 인상적인 자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그는 러시아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상업적 지혜의 조합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Natalia Zvereva 기금 이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다.
사회사업자는 돈을 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조금이 아닌 대출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의
과제는 그 주요 사명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 즉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기금의 목적은 조성, 개발, 확장
과정에서 이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환된 기금을
다른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업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정보 및 상담 지원을
하고, 교육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적 기업가의 공동체가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2007년에 Alekperov 씨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우리의 미래 재단, 즉 'Our Future 기금'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러시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및 육성에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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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강제:

재단은 러시아 내 사회적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Force for
Good'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 상은 사회적 기업가, NGO 대표, 정부 기관장, 언론 및
교육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2019년 수상자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전에 대한
개인적 기여'의 수상자 중 한 명은 George Lein 으로, 2006년부터 일반 적이지 않은
척추 지지대를 개발, 제조하고 있다. 2014년에 그는 정형외과, 보형물을 생산하고
환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완전순환 보형물-정형외과 센터
(scoliologic.ru)를 시작했다. 러시아에 6개 지점이 있고 에스토니아에 1개 지점이
있다.

"앞서 모든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는 석유시장과
루크오일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며,
이제 'Our Future' 재단이 여정의 시작에 지원했던
많은 사업들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 대형 조직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펀드는 58개 지역의 255개 프로젝트에 걸쳐
거의 1천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해 주었다.
무이자 대출을 통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 조직을 지원해왔다.
↳ 유
 치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재활 시키는 회사들.
↳ 박물관과 단체, 전통 예술과 공예품을 보존.
↳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조직.
↳ 혜택 받지 못한 그룹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조직
이 펀드는 루크오일 과 함께 사회적 기업이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More than just
a Purchase!"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이 주유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소는 기금에 준하여
운영된다. 그것은 러시아 전역에서 웨비나와 테마 코스,
그리고 "Growth Formula" 가속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Kaliningrad 지역에서 2018년 처음 개최된 이 회사는

초창기 16명의 졸업생이 1년 만에 6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연평균 31%의 매출 증가와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40% 이상 높였다. 두 번째 가속 프로그램은 Nizhny
Novgorod 지역에서 시작되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Astrakhan 지역에서 2020년 프로그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재단은 또한 자체 출판물을 출판하고 번역된
문헌을 출판하며 "신사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정보와 분석 포털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법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포럼과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현재 2019년 이후 러시아
정부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나라에
흥미로운 정책이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사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Our Future 재단은 이 과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적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정했다 – 우리는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 즉 높은
수익성보다 잠재적인 사회적 효과를 우선시하면서
사회적 사업에 투자할 준비가 된 투자자들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리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우
노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형성의 변화 가운데에
살고 있다. 차츰 우리는 모든 사업이 다른 사업을
만들어 내는 세계로 나아간다'for people'."

Vagti Alekperov
↳ Our Future,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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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제공한다.
Aquamarine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분산된 우리의 글로벌 팀을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준다. 기술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준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한 장의 사진으로 인상 깊은 기억을 남기는 경험을
대신하는 것은 너무 쉽다.
기술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긍정적인
요소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이
균형이 유지 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장치와 소셜 미디어의 남용은 이제 우울증, 불안,
낮은 수면, 높은 코티솔의 증가율과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강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우리의 사고를
둔화시키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강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면서,
실제 세계 경험과 사회적 공간에서의 진정한 인간
연결의 가치는 되살아날 것이다.
Aquamarine에서의 우리의 철학은 리얼 월드
경험을 전달 하고, 우리를 핸드폰에서 벗어난
그 시대로 초대하는 것 -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경이로움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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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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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실현
프로젝트 여정 – 적응 로드맵
우리는 유니크한 도전과 복잡한 과제를
풀어야하는 프로젝트를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믿는다.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은 컨셉부터 완성까지, 특히 규모 면에서,
간단하고 선형적인 과정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이, 이슈들이 기회를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방법으로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따금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지나 우여곡절을 겪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원래 Aquamarine 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로 치부 되었다.
Aquamarine의 방법론 안에서 구조와
민첩성은 서로 맞아 떨어진다. 공정이 길을
정하고, 민첩함은 우리가 우회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최종 목표에 정확한
초점으로 집중 시킨다. 목적지, 즉 프로젝트의
비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때때로
그곳에 가는 길은 약간의 적응력(또는 많은 것)
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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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당성

↳ 2. 컨셉

↗ Yaranga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 페이지 30을 참조하세요

'실용적' 출발 선상, 실현의 가능성은 많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 진다.
이것은 어떻게 맥락을 이해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달성 할 수 있고 설계할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좋은
타당성 평가는 프로젝트의 의도된 방향을 완전히 변화
시킬 수 있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만지는 것이 아니며,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직관적이고 관찰적이며
분석적인 요소들을 가진 다방면 접근법을 포함한다.

"엔테테이먼트 시설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을 만들고 싶다. 그것에는
독특한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 Nicholas Traviss

케이스 스터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식물원 제안
우리가 자카르타의 대도시 내에 있는 많은 쇼핑몰들 중
하나에 건설될 수 있는 수족관을 조사하기 위해 초대
받았을 때, 우리는 이곳의 맥락이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고, 이 지역의 인구를 가장 잘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자카르타의 구조는 지역화된 대규모 쇼핑몰(이 중
60개 이상) 주변에 모여 있는 아파트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큰 쇼핑몰들은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일종의 '도시 안의 도시'를 형성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탐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자카르타의 쇼핑몰 내에 이미 많은 수족관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는데, 그 중 많은 수족관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엘리트적이며, 가기에 너무 어렵게 여겨지고 있다 (때때로
단지 도시의 일부분을 지나가기위새 도시의 교통체증에
몇 시간 동안 서 있기도 함). 또한 주말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속도와 자연을 찾기 위해 시골로 흩어지면서 도심
자체가 텅 비게 되는 것을 관찰했다.
자카르타의 기존 인프라와 커뮤니티 내부의
피드백과 인구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아직까지는
고급 쇼핑몰에 있는 다른 도심 수족관보다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와 행동 경향에 더 잘 부합하고 더 나은
주말 유치를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식물원, 그리고 더
넓은 가족 엔터테이먼트 센터를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Serpong에 만들 것을 추천했다.

허황된 발상에서 디테일한 발상으로 넘어가면서 큰
꿈을 꾸고 달을 향해 쏘는 것 같은 이것이 프로젝트의
한 단계이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이 단계에 도달하는
창의성은 항상 명확한 목표와 운영 의도, 그리고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세부사항들이 고려되어
기초한다. 어떤 생각도 아무리 영감을 주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 해야한다. 때때로, 일상적인 대화나
겉보기에는 작은 세부사항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예상외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하며, 우리 자신에게
속박의 자유를 준다.

“이것은 단지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살아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오프닝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통할 것이라고 맹세 할 것이기
때문이다."
↳ Nicholas Traviss

케이스 스터디 → 러시아 Kogalym
Yaranga 정원
Yaranga 정원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 되었다.
수작업으로 그린 스케치와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고
프로젝트가 한창이었다. 강한 신뢰와 고객과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첩한 대응과 열린 대화로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면서 사물을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컨셉을 진전 시키기 전에 아직도 가장 엄격한
철저함이 적용되었다. 운용 매뉴얼은 처음에는 그 과정에
더 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기
개념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로 본다. 운영 의도를 깊이
이해하면 컨셉과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
수만큼 세분화된 고려사항, 의도된 역량 및 포함되어야
할 활동들은 모두 상호 의존적이며, 컨셉의 타당성부터
아키텍처 설계 및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생명체를 수용하는 환경을 설계할 때,
더욱 중요해지며, 가능한 한 프로젝트 초기에 어류 연구가,
생물학자, 큐레이터 및 기타 전문가와의 대화가 요구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안녕이 최우선이며 중심이다.
프로젝트가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담보). 자연 서식지 표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야생 생물의 보살핌의 의무에서
실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진행하기 위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상업적 성공을 위한 견고한 토대와 지역에서
그것의 오퍼링을 진정으로 차별화하고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08

인사이트_1/2020

109

↳ 3. 디자인 & 엔지니어링

↳ 4. 건설

↗ GALACTIKA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 페이지 6을 참조 하세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엔터네이먼트 정착지를 위한
디자인과 공학은 고려해야 할 많은 측면이 있다. 방문객
여행의 창조와 스토리텔링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요소,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적 요인까지,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인 컨셉과 의도의 매개변수 안에서
개발된다.우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파트너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혁신에 대한 열정을 드러낼
때 프로젝트는 번창한다.

“우리의 의도는 항상 디자인은 장소와
맥락에 대해 사려깊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목표는 영감을 주는
것이지만 항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LP그룹과 Aquamarine이 서로 잘
보완해 좋은 성과를 낸다. 우리 두 팀
모두 일하는 즐거움을 즐기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하는 일에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Vladimir Glizer
프로젝트 매니저, LP그룹(Galactika·Yaranga 정원 파트너
컨설팅)

건축은 생활 환경을 디자인 할 때 전혀 다른 면을
차지한다. 계약자들을 관리하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성공의 열쇠는, 우리 눈에는, 최종 목표에 대한 공통된
비전이며, 구석구석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다짐이다.

“제대로 해야 돼, 문 여는 데까지,
그리고 저 너머까지. 신뢰하는
파트너를 찾고, 누가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 Nicholas Traviss

↳ Nicholas Traviss

케이스 스터디 → 러시아 Galactika
Kogalym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러시아 연방의
Kogalym에 있는Galactika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건설하는 동안 많은 도전을 요구했다. 또한 냉대기후에서
열대 서식지를 만들고 안정을 보장하고 생물을 살았던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계의 비교적 외진 지역으로
유기적으로 운반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다사다난한
경험들 중 첫 번째 현장 방문은 -47º의 서리 내린 공사
조건의 표시였다. 우리는 주 계약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했고, 현장 감독관들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약속은 우리의 접근방식의 일부분이며,
완료 후 3년 후 Galactika에서 무료 감사를 통해
우리는 결함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할 때
팀워크가 즐거움이다."
↳ Sergey Grishchenko
수석 농학자, lP그룹 (Galactika·Yaranga 정원 파트너 컨설팅)

케이스 스터디 → Turkuazoo (
이스탄불 아쿠아리움) & Greater
Cleveland 아쿠아리움
우리의 프로젝트는 Turkuazoo (현재 Sea Life 이스탄불
아쿠아리움)에서 270도 시야를 가진 인상적인 상어
수족관과 유럽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과 같은 도전적인
설계와 엔지니어링 업적,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을 Greater
Cleveland 아쿠아리움으로 재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Cleveralnd 복원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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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영

좋은 실현 가능성 계획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곳.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관리는
하우스 기능, 시스템 및 프로세스, 티켓팅 및 제품화,
인력 배치 고려사항 및 방문자 경험, 시각적 설계, 흐름
및 공간 활용에 이르는 요소들의 복잡한 공식으로 부터
나온다. 동물의 서식지가 추가/혼합 되면서, 동물의
웰빙과 사망률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 되었다.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컨셉의
첫 단계부터 한쪽 끝과 다른 한쪽 끝을 맺는 계획이
중요한 이유다. 다행히도, 운영 성공은 '잠금하고
떠나는' 기능이 아니며 -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상황 및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 및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든 프로젝트는 우리가 취하는
행동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통해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 Nicholas Traviss

케이스 스터디 → 두바이 아쿠아리움
및 수중 동물원, 아랍에미리트
2013년 공동입찰 절차를 거쳐 경영을 인수하기 위해
초청을 받아 경영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아쿠아리움
방문을 늘려야 하는 임무를 받았으며, 목표는 연간 6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수족관은 두바이
쇼핑몰에 위치해 있었고, 연간 6천 5백만 명의 쇼핑객
대부분이 볼 수 있는 인상적인 관람 수족관에도 불구하고,
위층이고 보이지 않는 메인 수족관으로 방문객들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이 거기
있는지 몰랐고, 그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 더 깊이 불러
들일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전시물을 개선하여 추가했지만, 주로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형 메인
수족관 옆에 대기행렬과 발권기능을 옮겨서 눈에 잘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위층 메인 명소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우리가 재구성한 여정은 간접 경험을
통해 연속성을 구축하는 통로를 만들어냄 – 주요 관람
창과 터널을 거쳐 위층으로 올라가 주요 전시물을 통해
선물가게를 거져 퇴장한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수족관의 물고기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수조 서식지를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물고기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방문은 120만 명으로 늘어났고, 아쿠아리움은 현재
전 세계 방문 10위 안에 들었고, 여행 어드바이저에
'People Choice'를 수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EMAAR
과의 협력적 컨설팅 파트너십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이스탄불의 EMAAR 아쿠아리움과 수중 동물원을
설계하도록 이끌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설계와
사양에 따라 거의 정확하게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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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 파트너쉽.

우리는 도전에서 영감을 얻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적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축해 왔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최근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발리, 자카르타에서 완료한 실행
가능성 조사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프로젝트까지 우리의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이 그 자체로
대변하고 있다.
당신이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든, 우리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든 간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구체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 project@aqm.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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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우리의 행성.
우리 집.
우리 지구는 풍부한 자연
경이로움, 다양한 문화, 특이
종과 야생 동물 구경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현대에는 그
구경거리를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쉬운
접근으로 인해 다른 한편에는
자연에 대한 안일함이 뒤따른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기에는,
우리 행성이 무엇을 제공하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류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에 대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뒤로 제쳐두고 반성하고
재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인사이트_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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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놀라운
세계.

행성 지구, 그 순수한 존재와 생명체 그
자체를 지탱하는 능력은 기적 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45억 년에 걸친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요소와 사건들의
결합은 생명체가 진화하고 번성하도록
했고,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환경과 기후로 만들어 졌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배우고 공유할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10km2의 열대
우림에는 1,500종의
꽃식물, 750종의 나무,
400종의 새, 150종의
나비가 서식할 수
있다.22

↳ 전 세계적으로 자연은 연간 약
125조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23
↳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4분의 1
은 우리의 발밑에서 발견될 수
있다 - 흙에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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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3,000
개 이상의 과일이 있다.
서양 사람들은 약 200개를
사용하지만, 열대우림의 토착
부족들은 2,000개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25

동물을 경외하다.
↳ 아프리카 버팔로 무리들은 투표를
통해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 소는 상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상어는 1년에 평균 4
명을 죽이는 반면 소는 연평균
22명을 죽인다. 일부는 도로
사고 때문이지만, 75%는 사전에
계획된 공격이었다.26
↳ 아르마딜로는 방탄이 된다.27
↳ 템즈강은 항구의 물개, 회색 물개,
항구의 상어, 해마 그리고 두
종류의 상어가 서식한다.27

도움을 청하는
지구의 울음소리.

↳ 열대우림 파괴로 인해, 지구는
잠재적으로 약용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식물들을 포함하여,
매일 약 137종의 식물, 동물,
곤충들을 잃고 있다.28
↳ 20세기에, 민물고기는 척추동물
중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멸종률을 보였다.29
↳ 2019년 5월, 1950년대 후반부터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추적해 온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센서가
415.26ppm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검출했다. 지구의 대기에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마지막으로 함유된
것은 해수면이 몇 미터 더 높았던
3백만 년 전이었고, 남극에서
나무가 자랐다.30

우리 인간은 무한히 작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은 우리 행성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인류가 유한한 천연자원을 계속
이용함에 따라 지구, 환경,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기후변화와 그
결과 그 영향이 대두 되면서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 지난 40년 동안 약 3분의 1 혹은
약 240만 평방 킬로미터의 북극해
얼음이 사라졌다 - 대략 알제리의
크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32
↳ 열대우림의 땅은 매초마다 1.5
에이커(약 1800평) 의 땅이
유실된다.
↳ 세계의 열대우림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아마존은 2020
년 1월에만 파리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잃었다.33
↳ 오늘날 세계 바닷새의 90%
는 배에 플라스틱 파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4

↳ 열대 삼림 벌채는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1%
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국가로 여긴다면, 열대 삼림
벌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방출국이 될 것이다.30
↳ 1750년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표면 해양의 산성도는
약 30% 증가하였다. 35 이것은
인간이 대기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따라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흡수된 결과물이다. 해양 상층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매년
약 20억 톤씩 증가하고 있다.36
↳ 해수면이 매년 평균 3mm씩
3,0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은 열팽창 - 바다가
따뜻해지고, 물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빙하와 빙하가 녹는 것
입니다. 이것은 물의 흐름을 증가
시킨다.30

 계는 매년 1870만
세
에이커의 숲을 잃고
있는데, 이는 매 1
분마다 축구장 27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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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취해야
할때

우리는 자연의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한
1세대다. 우리는 또한 이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극심한 더위, 가뭄,
홍수, 빈곤, 생물 종 손실, 서식지
파괴, 지구 불안정의 위협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행동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
행동을 할 때가 지금이다.

 구 해수면 상승으로
지
인해, 지난 한 세기
동안 태평양의 적어도
8개의 섬이 바다에
의해 삼켜졌고, 투발루,
키리바시, 마셜 제도는
지도에서 사라질 다음
저지대 국가일 것으로
우려되었다.37

↳ 거
 의 2억 명의 사람들이 폭풍우와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호초에 의존하고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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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자
 카르타의 일부 지역은 연간
25센티미터나 가라앉고 있다.
자카르타의 위태로운 위치는
지하수 공급이 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수되면서 지구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이다.30

↳ 모
 든 육지에 사는 동물의 80%는
숲에서 산다. 아마존만 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야생동물
종의 10%가 서식하고 있다.41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구온도 상승 1.5℃를 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고 재앙적인 기후충격은
여전히 피할 수 있다고 전한다.4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배출
제로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조정된 대응이 필요하다.42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지속 가능한 '정상'을 돌릴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제도 아래, 작은 공동체, 그리고 기업
밖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현재의 사고방식은 모든
수준에서 바뀌어야 한다.

↳ 현
 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의 거의 70%가 도시화 될
것이다.39

↳ 숲
 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생물
종의 안식처를 제공한다.40

우리 모두는 우리 세계의 천연 보물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kaitiaki(
수호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다.

교육은 변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식과 참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다. 우리 자신이 지구와 그것이
직면하는 도전을 더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같이 번창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 철학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점점 더 중요해졌다.
Aquamarine에서 우리의 전문지식은 자연세계를 기념하고
사람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자연의 파괴와 보호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Aquamarine은 자연 서식지에 대한 인식과
감상을 높이고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도
 시는 지구 표면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78%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의 60%를
배출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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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좋은
것은 사업에도
좋은 것이다.

↳ 1 에이커의 열대우림 목재는
소유주에게 미화 60달러를 준다.
방목 일 에이커는 소유주에게
미화 400달러를 준다. 재생
가능한 약용 식물과 과일의 1
에이커는 약 2,400달러를
산출한다. (즉시 명백하고 종종
파괴적인 토지 사용을 넘어서
보면, 토지의 사용은 큰 기회와 더
큰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28
↳ 비
 실행 비용: 많은 세계 거대
기업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예상되는 총 1조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만
할 것이다. 43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수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곧 지나간 시대의 잔재가
될 것이다. 절실히 요구되는 변화에
직면하여, 기꺼이 적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가
존재한다.

↳ 기
 업에 의한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으며
비즈니스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사업 에 12
조 달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8 다른 계산에 따르면, 세계
경제 기후 위원회는 "볼드 기후
조치는 평상시와 같은 사업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최소 26조
달러의 순 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한다. 19

기후 관련 기회를 통해 기업은
2조 1천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구현 비용의 7배
이상을 능가하는 것이다.43

122

변화의 선봉.

전 세계의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개인은 이미 녹색 기술, 제품, 서비스
및 정책을 혁신하고 있다. 환경 및
사람들과의 협업, 연결 및 변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우리는 종합적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질랜드의 환가누이
뉴
강은 법률가로 인해44
자연과 문화적 우선 순위에
대한 존중에서 세계적인
이정표를 바꾸는 게임으로
공표 되었다.
↳ 유
 엔 지속 가능 발전목표는 지구를 보호하면서 번영을
위한 세계의 요구를 강조한다. 17개의 상호 연결된
목표를 가지고, 유엔은 2030년까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있다.45
↳ "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기후를 위한 세계적인 학교
파업은 보잘것없는 시작이었다. 2018년 그레타 툰버그의
단독 시위를 시작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긴급 대책
요구는 낙수 여파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됐고, 현재 전 세계에서 청소년 주도로
정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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