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ral,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에 씨월드 개발 계획 
 

-- Miral, 2022 년까지 차세대 해양생물 테마파크와 아랍에미리트(UAE) 최초의 해양생물 

연구, 구조, 재활 및 회귀센터 건설 위해 SeaWorld와 파트너십 체결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6 년 12 월 13 일 PRNewswire=연합뉴스) Miral 과 

SeaWorld Entertainment, Inc. (NYSE: SEAS) ("SeaWorld")가 야스 아일랜드의 첫 

해양생물 테마파크인 씨월드 아부다비(SeaWorld Abu Dhabi)를 건설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 차세대 씨월드 아부다비는 지역 해양생물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자원을 갖춘 아랍에미리트(UAE) 최초의 해양생물 전용 연구, 

구조, 재활 및 회귀센터도 포함한다. 씨월드 아부다비는 범고래를 보유하지 않은 최초의 

씨월드가 될 것이며, 밀접한 동물 체험, 메가 명물 및 세계적 수준의 수족관을 

통합함으로써 방문객 체험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사 간의 파트너십은 야스 아일랜드 관광지 포트폴리오를 개발한 Miral 의 전문지식과 

테마파크, 수의학, 해양 과학 및 동물학 분야에서 50 년 넘게 구축된 SeaWorld 의 관행과 

경험을 결합한다.  

 

Miral 회장 Mohamed Khalifa Al Mubarak 은 “아부다비는 문화, 유산 및 독특한 여가 

체험을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지역 및 전 세계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가 돼가고 있다”며 “씨월드 아부다비는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야스 아일랜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파트너십은 관광사업을 하나의 핵심 골자로 하고, 지속가능하며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야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아부다비는 

모든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품질, 정통성 및 혁신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관광지를 변혁 및 

개척하고자, 전략적인 2030 비전을 실현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꾸준히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aWorld 의 사장 겸 CEO 인 Joel Manby 는 “참여, 교육 및 영감을 선사하는 차세대 

씨월드(아부다비에서 실현될 청사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첫 국제적 확장과 

Miral 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새로운 테마파크는 해양생물 

관리와 보존에 집중하는 전용 연구, 구조, 재활 및 회귀센터를 갖추고, 50 년 넘게 

이어져온 씨월드의 해양생물구조 유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협력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독특한 해양 환경에 맞춰 해당 종이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또한, 차세대 방문객, 환경보호 활동가 

및 동물관리 전문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스 아일랜드에 들어서는 씨월드 아부다비의 연구, 구조, 재활 및 회귀센터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최초의 센터로, 지역 및 국제 연구원, 과학자 및 

해양보존 활동가가 지역의 해양생물 서식지와 여건을 더욱 제대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최첨단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센터는 해양생물 테마파크보다 

앞서 개장함으로써, 아랍에미리트(UAE) 국민과 주민이 해양생물과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구축 혹은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 및 국제 환경 단체와 프로젝트의 

협력 허브가 될 전망이다.  

 

Miral CEO Mohamed Al Zaabi 는 “씨월드 아부다비는 자사의 명소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방문객에게 가장 흥미진진한 관광지로서 야스 아일랜드를 풍성하게 하는 아랍 

지역의 독특한 프로젝트”라며, “아부다비에서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관광지를 개발해온 

자사는 SeaWorld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해양생물 테마파크를 설계할 수 있는 



대담하고 야심 찬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도 야스 아일랜드에서 모두를 위한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할 최고의 관광지를 개발 및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월드 아부다비로 야스 아일랜드에서 Miral 의 관광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전망이다. 

2022 년까지 야스 아일랜드를 찾는 방문객 수는 두 배로 증가한 4 천 800 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성장 계획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독특한 명소와 세계적 수준의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사업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아부다비 비전의 일환이다. 

 

씨월드 아부다비는 2022 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씨월드 아부다비는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Ferrari World Abu Dhabi), 야스 워터월드(Yas Waterworld),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2018 개장 예정인 워너 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Warner Bros. World 

Abu Dhabi)와 Clymb 등을 포함한 네 개의 테마파크로 구성된 Miral 의 야스 아일랜드의 

관광지 포트폴리오를 보완한다. 또한, 야스 아일랜드는 Yas Marina Circuit, 7 개 호텔, 

연중 행사 달력, 현장 공연 및 콘서트장, 18 홀 챔피언십 골프장, 정박지, 해변 및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쇼핑몰인 Yas Mall 을 포함해 다양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체험을 

제공한다.  

 

Miral 소개 
 

Miral 은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몰입형 체험을 통해 사람과 장소를 하나로 연계시키는 

아부다비의 관광지 개발업체다. 야스 아일랜드 개발 및 프로모션을 맡은 Miral 은 

엔터테인먼트, 환대, 여가, 스포츠, 외식, 소매 및 부동산 같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야스 아일랜드에는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 야스 워터월드, 야스 링크 골프 

코스, 야스 몰, 야스 마리나 서킷, 야스 마리나 및 플래그십 호텔인 Yas Viceroy 를 

포함해 7 개의 호텔이 들어서 있다. Miral 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miral.ae 

를 참조한다. 

 

SeaWorld Entertainment, Inc. 소개 
 

SeaWorld Entertainment, Inc. (NYSE: SEAS)는 지구의 동물과 야생의 경이를 

보호하고자 중요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경험을 선사하는 굴지의 테마파크이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SeaWorld Entertainment 는 세계 최고의 동물학 단체 중 하나이며, 동물 

복지, 훈련, 축산 및 수의학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관이다. 또한, SeaWorld 

Entertainment 는 야생으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미를 잃거나, 

버려진 해양 및 육상 동물의 구조 및 재활에 전념한다. SeaWorld Entertainment 는 

SeaWorld, Busch Gardens(R) 및 Sea Rescue(R)를 포함해 인정받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소유 또는 라이선스하고 있다. SeaWorld Entertainment 는 50 년이 넘는 

역사에서 미국 전역에 12 개의 관광지와 지역 테마파크로 구성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SeaWorld Entertainment 의 테마파크는 고객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과 강력한 

가치 제안을 선사하는 광범위한 인구통계적 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기구, 쇼 및 

명물을 선보인다. SeaWorld Entertainment, Inc.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seaworldentertainment.com 을 참조한다.  

 

출처: Miral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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