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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2021 년 4 월 

 

블랑팡, UN 세계 해양의 날 2021의  

프리젠팅 파트너가 되다 

 

블랑팡이 DOALO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가 주관하고 오셔닉 글로벌(Oceanic 

Global)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UN 세계 해양의 날 2021(United Nations World Oceans Day 2021)의 

프리젠팅 파트너가 되었다. 블랑팡은 이 푸른 날을 기념할 바다 관련 사진 공모전과 콘서트를 후원할 

예정이다.    

 

2021 년 6 월 8 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바다 그리고 바다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기리며 해양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보존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과정들은 지역사회 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해양의 날 2021 의 주제인 “해양: 삶과 

생활(The Ocean: Life and Livelihoods)”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컨셉이기도 하다.      

현지 지역사회의 참여는 블랑팡에게 익숙한 주제로 최근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해양 탐험과 보존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블랑팡은 특히 심해 

사진을 통해 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세계 해양의 날 2013 에 블랑팡은 

뉴욕 UN 본부에서 “오션스(Oceans)” 전시를 열며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Edition Fifty Fathoms) 책뿐 

아니라 블랑팡이 모두 창립 파트너로서 후원하고 있는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와 곰베싸 

원정(Gombessa expeditions)에서 촬영한 심해 사진들을 전시했다. UN 은 성공적인 전시에 힘입어 이후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는 심해 사진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2015 년 이래 블랑팡은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작년 6 월 8 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이벤트로 열리며 전 세계 수천 여명의 

사람들을 끌어 모았고, 이것이 세계 해양의 날을 바다 관련 프로젝트와 연결시키며 인지도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이벤트의 잠재력을 굳게 믿는 블랑팡은 세계 해양의 날 2021 을 후원하며 UN 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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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2021(World Oceans Day 2021) 

UN 은 매년 6 월 8 일 오셔닉 글로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양 및 해양법 담당국(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부서가 주관하는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한다. 이를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어떻게 바다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1년의 주제는 “해양: 삶과 생활(The Ocean: Life and Livelihoods)”이다. 이 세계 해양의 날 주제가 바다의 

경이로움,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지구상의 인류와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 생명의 근원이 되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할 것이다.   

생각하는 리더, 셀레브러티, 기관 파트너, 커뮤니티 오피니언 리더, 기업가, 다양한 업계 전문가에게서 

생물다양성과 바다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바다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 표면 아래 광활한 생명과 최근 과학적 발견에 대해 탐험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바다를 위해, 삶에 있어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모두를 위해 해양 자원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뿐 아니라 어떻게 바다가 변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BOC) 

블랑팡과 바다 간의 연결고리의 시작은 블랑팡이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를 선보인 

1953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해 세계를 향한 블랑팡의 열정을 담은 이 타임피스는 다이버들에게 물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타임키핑 장비가 되어주며 바다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이후 바다 탐험과 보존은 블랑팡의 중요한 미션이 되었다. 70 여 년에 가까운 피프티 패덤즈 유산을 지닌 

블랑팡은 고귀한 바다 세계를 아끼는 탐험가, 사진가, 해양 과학자, 환경보호론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블랑팡은 바다와 관련한 중요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블랑팡이 후원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냈고,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을 4 백만 km2 이상 추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오셔닉 글로벌(Oceanic Global) 

오셔닉 글로벌은 우리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해양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국제 비영리 

조직으로 인류와 바다와의 중요한 관계를 조명하고 개인, 지역사회,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오셔닉 글로벌은 교육 기회를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제안하고, 지역사회가 인류의 안녕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오셔닉 글로벌은 2019 년 

이래 “성과 해양(Gender and the Ocean)”,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 Sustainable Ocean)”, 

그리고 올해 “해양: 삶과 생활(The Ocean: Life and Livelihood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 아래 매년 

열리는 UN 세계 해양의 날의 프로덕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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