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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2020년 10월 

  

 

특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세아나와 블랑팡 

 

저명한 스위스 워치메이커 블랑팡은 해양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오세아나의 헌신적인 

노력을 적극 후원합니다. 블랑팡과 오세아나는 3 년 파트너십을 맺고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멕시코의 스콜피온 리프(Scorpion Reef)에 대한 탐사 활동을 펼칩니다. 

 

해양 보호에 전념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단체, 오세아나(Oceana)는 유일한 워치메이커 

파트너인 블랑팡과 손을 잡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오세아나의 캠페인과 해양 탐사 및 

보호에 몰두하는 블랑팡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랑팡은 65년 전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를 출시하면서 해양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라는 이름 아래 19 번의 주요 과학 탐사 활동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해양 보호 지역의 규모를 두 배까지 늘리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수중 사진 전시회 및 출판물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오세아나 CEO 앤드류 샤프리스(Andrew Sharpless)는 "블랑팡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이어 "오세아나의 캠페인 팀이 블랑팡의 후원 아래 과학을 활용한 해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남획, 플라스틱 쓰레기, 생물 다양성 손실 등 해양 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약 

6,500,000km²(4 백만 마일)의 해양 보호 구역을 조성한 다양한 정책 승리에 이은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한다면 해양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아나와 블랑팡은 파트너십의 일부로 2021년 여름, 멕시코만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초지대, 스콜피온 리프 지역에 대한 탐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와 멕시코 정부에서 

각각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및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스콜피온 리프는 500 종이 넘는 어류와 

34 종의 산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이며, 최근의 연구 결과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로부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암초지대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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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지대는 생물다양성과 회복력이 뛰어나지만, 현재 무분별한 남획으로부터 서식지를 보호할 

규정은 전무합니다. 오세아나와 블랑팡은 탐사 활동을 펼치면서 수중 사진과 영상 그리고 eDNA 

분석 및 3D 포토모자이크 모델링과 같은 최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암초지대와 해양 생태계를 

기록할 예정이며, 이후 오세아나는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멕시코 정부에 암초지대의 보호 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블랑팡 대표이사 겸 CEO인 마크 A. 하이예크는 "블랑팡은 해양 보호 및 복원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오세아나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며, "저는 수중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는 과학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 해양 보호와 관련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랑팡은 이번 기회를 빌어 오세아나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만 남부 지역의 주요 

암초지대인 스콜피온 리프 탐사 활동을 펼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보호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나타 테라자스(Renata Terrazas) 오세아나 멕시코 부사장은 "스콜피온 리프는 각종 어종들이 

먹이를 찾고 산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서식지가 되어주는 멕시코의 보물이며, 해양생태계와 풍부한 

해양 환경을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진다면 

암초지대는 앞으로도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세아나는 120만 달러가 넘는 해양 보호 기금을 조성한 뉴욕 갈라 연례 이벤트에서 블랑팡과의 

파트너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대서양 후원사로 참여한 블랑팡은 비공개 경매 이벤트에 

피프티 패덤즈 오션 커미트먼트 III 워치를 기부했습니다.  

 

오세아나 소개  

오세아나는 해양 보호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단체로, 전 세계 어획량의 1/3을 

관리하는 여러 국가에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풍부한 해양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여 남획, 서식지 파괴 및 

해양 오염을 금지하고 거북이, 상어와 같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225개의 규정을 

이끌어내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면 10억 명에 달하는 

인류가 매일 건강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한다면 해양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ceana.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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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소개 

1735 년, 예한-자크 블랑팡은 스위스 쥐라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워치메이킹 

브랜드, 블랑팡을 설립합니다. 블랑팡 매뉴팩처는 오랜 기간 혁신의 전통을 가슴에 새기고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시계 컴플리케이션을 탄생시키면서 워치메이킹을 단순한 

시계가 아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전 세계 해양 탐사 및 보호 활동은 블랑팡의 심장을 뛰게 하는 또 하나의 과업입니다. 최초의 현대적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를 출시한 이후 70여 년간 해양 세계와 인연을 맺고 해양이라는 진귀한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는 탐험가, 사진작가, 과학자 및 환경운동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양에 헌신하는 주요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후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lancpain.com 및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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