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5(1):� 55~62,� 2019.� 6.�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ISSN 2465-8146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5권 제1호(2019년 6월)� � 55

그린업무공간 아마존 스피어스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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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se�Study�of�Amazon� Spheres� in�Green�Offic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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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azon, the world's largest online retailer, first opened its “The Sphere” to the public on the morning of January

30, 2018, right next to its Seattle Downtown headquarters. It used 40,000 plants of 400 species, including indoor gardens
and wall greening, to create forests like the Amazon jungle by planting rubber trees over 50 years ago. Such attempts
have not been seen in the workplace so far. Such attempts have not been seen in the work space so far. The reason

why IT companies that deal with modern high-tech industries actively introduce indoor plants into their work space is
because they can do more creative work by carrying out their work in nature as well as the beauty given by nature.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formation of similar work spaces in the future, and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e Amazon Spears case, variety indoor plants will be used in many work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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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시애틀 다운타운 본사 바로 옆에 ‘더 스피어스’(The Spheres)를 2018년 1월
30일 오전 일반인들에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업무공간에 실내정원, 벽면녹화 등 400여 종 40,000여 점의 식물을 활용하였
고, 50년이 넘은 고무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아마존 밀림과 같은 숲을 조성한 시도는 지금까지 업무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시도였다. 이처럼 현대의 첨단산업을 다루는 IT 기업에 업무공간에 실내식물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 조성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향후에도이와같은유사한업무공간의조성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고, 본대상지인아마존스피어스를

통해 실내식물을 다양하게 활용한 업무공간이 많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업무공간, 실내정원, 실내식물, 벽면녹화, 유리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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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시애틀 다운타운 본

사 바로 옆에 ‘더 스피어스’(The Spheres)를 2018년 1월 30일

오전 일반인들에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30m 높이의거대한 3개 지구본모양으로건축된유리및철

제구조물인 ‘스피어스' 안에는 400여 종의식물 4만여개가잘

관리돼자라고있으며, 나무로된 회의실을비롯하여시냇물과

작은 폭포도 설치돼 있다.

아마존은 “스피어스는사무실이라기보다는구름속 열대우

림과 같은 일터”이며, “시애틀 내에 위치한 아마존의 ‘도시 캠

퍼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한국일보, 2018).

존 쇼틀러(John Schoetter) 아마존 부사장은 오프닝 행사에

서 “직원들이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

다”고 스피어스의 건설 배경을 밝혔다. 또 “현대 사무실에서

무엇이빠졌는가? 우리는잃어버린요소가바로자연에있음을

발견했다”며다양한식물로둘러싸인이혁신적인공간을소개

했다(동아일보, 2018).

이처럼 현대의 첨단산업을다루는 IT 기업에 업무공간에실

내식물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 조성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뿐만아니라, 자연의 주는 다양한기능들에대한확신

이 있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미국시애틀의새로운명소로자리를잡은아

마존 더 스피어스 조성배경 및 조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업무

공간에서의 실내식물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지는미국워싱톤주시애틀시에소재한아마존본사

스피어스1)를대상으로하였으며, 현재연구대상지에대해공개

된 문헌자료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인터넷자료를 중심으로 문

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9년 5월 4일에 스피어스

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설계회사: NBBJ

1943년에 설립된 NBBJ는 보스턴, 콜럼버스, 홍콩, 런던, 로

스앤젤레스, 뉴욕, 푸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상하이에 지점

을두고있다. 특히 700명 이상의연구자, 전략가, 간호사, 건축

가, 인류학자,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

을 하고 있다.

NBBJ는지난 5년동안월간지 Fast Company에서선정하는

가장 혁신적인 건축회사의 상을 3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건축설계회사이다. NBBJ는 Google, Amazon, Samsung,

Microsoft, Tencent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건물을 설계하

였고케임브리지대학, 클리블랜드 클리닉, 매사추세츠종합 병

원, 스탠포드 대학에도 건물을 설계하였다. 세계 각국에 NBBJ

가 설계한 건물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곳은 미국이고, 영국,

중국, 레바논, 러시아. 쿠웨이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노르

웨이,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진행 중

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이버본사건물, 삼성전자 수원공장

연구동, 일산 킨텍스 등 주요한 건물들을 설계하였다(표 1).

NBBJ의 주요 업무분야는계획, 디자인, 컨설팅으로구분된

다. 건축, 외관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조명디자인, 도시

디자인 등 지속가능하면서도 첨단의 기술을 도입하여 진행한

다. 특히, 공공건축, 상업공간, 의료공간, 교육공간, 과학공간,

도시환경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그림 1).

표 1. NBBJ의 주요 설계 실적

이미지 건물명 소재지

Amazon in the Regrade Seattle, WA, USA

NYU Langone Health, 

Helen L. and Martin S. 

Kimmel Pavilion

New York, NY, USA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Lunder Building
Boston, MA, USA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Seattle, WA, USA

Hangzhou Olympic 

Sports Center Hangzhou, China

The Green Factory NHN Bundang,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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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이미지 건물명 소재지

Telenor World 

Headquarters
Fornebu, Norway

Henry Royce Institute
Manchester, UK

Kuwait Police Hospital Kuwait City, Kuwait

Saigon Centre
Ho Chi Minh City, 

Vietnam

Uralkali Corporate 

Headquarters
Berezniki, Russia

Chinatrust Commercial 

Bank Headquarters
Taipei, Taiwan

그림 1. NBBJ의 주요 업무 분야

2. 스피어스 개요

Amazon Spheres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부캠퍼스의일부인 3개의구형온실이다. Amazon의시애틀

본사캠퍼스옆에위치하고있으며, Lenora Street을따라 6∼7

번가가있다. NBBJ와 경관회사인 SiteWorkshop이설계한세

개의 유리 돔은오각형의 육면체패널로 덮여 있으며, 직원 라

운지와작업 공간으로사용된다. 4층에이르는돔에는회의 공

간과매점이있으며, 40,000개의 식물이 식재되어있다. 스피어

스는 2018년 1월 30일 아마존 직원에게 공개되었다(위키디피

아, 2019; 그림 2~그림 4).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는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만

인터넷예약을통해공개를하고있다. 직원들에게도인기가있

는 업무공간이기에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을 하고 있다.

3. 조성배경

아마존은세계적인인터넷쇼핑몰을운영하는기업으로기존

의 쇼핑몰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에 항상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마존은 어떻게 하면 더 창의

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얻을수있을까하는고민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 아마존은 2013년 2월 직원들의 역량

을 끌어올려 혁신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무공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업무공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연구한 결

과, 일반적인 사무실보다식물로가득 찬업무공간에서직원들

이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학술연

그림 2. 스피어스 외부전경

그림 3. 스피어스 내부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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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피어스 내부전경 2

구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을 실내정원화하기로 결정하여 스피

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아마존 뉴스, 2018).

4. 조성과정

설계팀은 영국의 큐 가든, WI 밀워키의 미첼 파크 음악원,

이탈리아 제노바의 라 비오스페라 등 전 세계의 여러 구와 같

은 온실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하였다(그림 5~그림 7; 표 2).

그림 5. Milwaukee's Mitchell Park Horticultural Conservatory

그림 6. La Biosfera (Genoa, Italy)

그림 7. Kew Gardens (London, The UK)

표 2. NBBJ의 주요 조성일정

이미지 건물주 소재지

2013년 

2월

§ 일반적인 사무실보다 식물로 

가득 찬 업무공간에서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학술연구를 

기반으로 추진

2014년

4월 

§ 스피어스를 개장하기 수년 

전부터 식물원, 식물농장,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학에서 

식물들을 수집 

§ 2014년 4월 최초로 Mountain 

Cacao 수집

2015년

6월

§ 2015년 6월, 스피어스 구의 

건설 시작

§ 외부의 구프레임과 내부 

철근콘크리트 코어로 구성

§ 내부: 250만 파운드의 철근, 

1,200만 파운드의 콘크리트

§ 외부: 40만 파운드 강철링 

빔으로 기초(중력, 바람, 

지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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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이미지 건물주 소재지

2016년 

3월

§ 대칭형태의 기다란 5각형 

강철프레임 180개로 구성 

§ 반복적 모듈을 활용한 패턴 

형성

§ 현장에서 퍼즐처럼 모듈조립

2016년 

12월

§ 스피어스의 전면에는 

2,643개의 유리판 부착

§ 2016년 12월에 마지막 창문 

설치

§ 에너지 효율이 높은 특수유리 

사용

§ 내부 열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중필름 부착

2017년 

4월

§ 스피어스에 첫 번째로 식재된 

식물은 호주산 양치류인 

시아테아 오스트랄리스

2017년

6월

§ 스피어스의 가장 큰 식물인 

‘루비(Ficus Rubiginosa)’가 

마지막으로 식재

§ 높이는 49피트, 폭은 22피트, 

무게 36,000파운드 

§ 캘리포니아 주 소미스에 있는 

베릴우드 농장에서 루비는 

1969 처음 식재됨 

§ 농장에서 스피어스까지 

1200마일 운반

2017년 

10월

§ 4,000 평방 피트의 벽에 200여 

종 25,000개 이상의 식물로 

구성

§ 벽면녹화용 메쉬 패널에서 

식물모종을 식재하여 재배

§ 현장에서 식물패널을 2주간 

조립완성

2018년

1월
§ 스피어스 개방

5. 스피어스 구조

스피어스의 설계를 진행하였던 NBBJ는 직사각형 건물부터

고딕양식아치형건물까지다양한스케치를보여줬으나, 현재

스피어스의 외형인 동그란 온실 형태 스케치가 최종안으로 선

정되었다(그림 8~그림 13).

둥근 구의 구조체는 구조가 정오각형이 아니라 좌우로만 대

칭인 길쭉한 오각형이다.

그림 8. 스피어스 5각 구조 적용

그림 9. 스피어스 5각 구조

그림 10. 스피어스 5각 구조 적용

그림 11. 스피어스 단면도

스피어스는 3개의둥근 돔이연결된형태로높이가 24∼29m

이다. 5,600 개의 5각형 판넬로 배열된 2,643개의 유리판과 620

개의 단조(560t) 강재를 사용합니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구는 4층 높이이며 3,225 평방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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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피어스 내부와 외부 조경식재 모식도

그림 13. 스피어스 외부 조감도

(299.6 평방미터)의공간을가지고있다. 카페테리아, 계단, 엘

리베이터 및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스피어스에는 총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 탁자 및 벤치가 있다.

6. 스피어스 층별 구성

스피어스를 1층에서 진입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

이 바로 4,000 평방 피트의 벽에 200여 종 25,000개 이상의 식

물로 구성된 벽면녹화로서 벽면녹화용 메쉬 패널에서 식물모

종을식재하여재배한후현장에서식물패널을 2주간조립완성

하였다. 벽면녹화를 지나면아마존밀림을재현한숲을만나게

된다.

2층에서는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구매할 수 있고 식물사이

에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층에서는 가장 이곳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새둥지

를 만날 수 있고, 가장 오래된 루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4층에서는커다란라운지와 복도를따라 배치된테이블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표 3).

층 내 용

4층

A:tree aloe

B: living wall

C: lounge

3층

A: bird nest

B: rubi

C: canopy walk

D: green room

표 3. 스피어스 층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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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내 용

2층

A: overlook

B: fernery

C: general porpoise

1층

표 3. 계속

층 내 용

1층

A: forest

B: living wall

C: paludarium

표 3. 계속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시애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잡은

아마존더스피어스조성배경및조성과정을살펴보았다. 업무

공간에 실내정원, 벽면녹화 등 400여 종 40,000여 점의 식물을

활용하였고, 50년이 넘은 고무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아마존 밀

림과 같은 숲을 조성한 시도는 지금까지 업무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시도였다.

또한, 업무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무려 7년간 조성과정을 진

행하였으며, 아마존이 40억달러(약 4.6조억 원)를 겉으로만 보

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업무공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직원들의 업

무능력을향상시키고, 창의적인업무를할수있도록업무공간

의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의 첨단산업을 다루는 IT 기업에 업무공간에 실내식물

을적극적으로도입을하여조성하는것은자연이주는아름다

움뿐만아니라, 자연 속에서 업무를진행함으로써보다창의적

인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연구는향후에도이와같은유사한업무공간의조성시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본 대상지인 아마존 스피어

스를 통해 실내식물을 다양하게 활용한 업무공간이 많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 1. 주소: 2111 7th Ave, Seattle, WA 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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