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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2022년 3월 

 

해양 아카데미: 술루바이 환경 재단, 블랑팡이 후원하는  

참여형 해저 보존 및 복원 프로젝트를 런칭하다  

 

1735년 설립 이래 선구적 정신을 보여준 블랑팡은 해양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트 올로제리 중 

하나다. 거의 20년 동안 블랑팡은 심해 세계를 보존하는 해양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포함해 몇 차례의 

프로젝트를 후원해왔다. 술루바이 환경 재단(Sulubaaï Environmental Foundation)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현지 공동체와 협업을 맺고 필리핀의 팡가탈란 섬(Pangatalan Island)과 샤크 핀 베이(Shark 

Fin Bay) 주변 해양 보호 구역 설정에 집중한다.   

 

블랑팡과 술루바이 환경 재단 간의 협업은 해양을 후원하는 모든 블랑팡의 활동을 한데 집약한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the Blancpain Ocean Commitment)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MPAs)을 4 백만 km2 이상 확대하며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공은 블랑팡이 창립 

파트너이기도 한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 원정 덕분이다. 블랑팡과 술루바이 재단은 해양 

아카데미(Sea Academy)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인간 차원에서의 해양 보호구역 

모델 창출과 관리, 보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은 환경과 공동체 모두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관리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필리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산호초 삼각지대(Coral Triangle) 내에 

위치한 세 개의 섬은 세계 산호 종 80%의 서식지이기도 한 극도로 풍성한 산호 지대 안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바다 ‘열대우림’에는 생명체가 가득하며, 그들을 에워싼 인간을 위해 음식과 수확물 등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인간의 활동과 지구 온난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에 의존하는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해양 아카데미 프로젝트는 다음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  

1. 인접한 세 개 마을과 협업해 팡가탈란 섬 주변 샤크 핀 베이의 150 헥타르에 이르는 3개의 해양 

보호 구역 개발. 이 프로젝트는 현지 공동체, 당국, 재단으로 구성된 관리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산호 파편들을 잘라 놓은 800 개의 인공 구조 설치물을 이용한 산호 서식지 복원. 또한 PCC 

기법(만에서 가져온 유생기 물고기 포획 및 배양)을 이용해 40,000 마리의 어린 물고기들을 

서식지에 풀어놓아 필리핀에서 타격을 입은 어업 부문을 강화할 것이다.   

3. 팔라완의 두 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주변 마을의 아이와 어른들의 인지도 제고 및 교육. 

4. 글로벌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경험 커뮤니케이션 및 매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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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며 단기적,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치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연구할 것이다. 술루바이 환경 재단이 시범 사례로서 만들어낸 복원 모델은 보호가 필요한 다른 

해양 지역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술루바이 환경 재단과 팡가탈란 섬  

The Sulubaaï Environmental Foundation and Pangatalan Island 

술루바이 환경 재단은 프랑스-필리핀의 비영리 재단으로 바다를 향한 열정과 지역 공동체를 돕고자 하는 

열망에서 탄생했다. 친환경적 관행과 적극적인 생태계 복원을 통해 팔라완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로 팡가탈란 섬과 샤크 핀 베이에서 활동한다.   

2012년 시작한 이래 술루바이는 처음에는 땅, 그리고 만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좀더 

폭 넓은 공동체 기반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개발해왔다. 팡가탈란 섬은 재단 활동을 위한 시험 부지 역할을 

해왔다. 만 전체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현지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른 부지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래 46 헥타르의 첫 해양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고, 현지인들과 지속가능한 전략에 

기반을 둔 환경 및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링크: www.sulubaai-foundation.com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Blancpain Ocean Commitment (BOC)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고 보존하는 것은 블랑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의 7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블랑팡은 이 귀한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탐험가, 사진가, 

과학자, 환경보호론자와 긴밀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러한 유대감은 바다에 초점을 둔 중요한 활동과 

프로젝트 후원으로 매뉴팩처를 이끌었다.   

최근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OC)는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 원정, 로랑 발레스타의 곰베싸 

프로젝트(Gombessa project),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는 월드 오션 이니셔티브(World Ocean Initiative), 

매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해양의 날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관들과의 해양 관련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까지 블랑팡이 바다를 탐험하고 보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후원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실제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했고, 덕분에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 면적이 4백만 km2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  

 

 

http://www.blancpain.com/
http://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http://www.blancpain.com/ko/press-lounge
https://www.facebook.com/Blancpain/
https://www.instagram.com/blancpain1735/
https://twitter.com/blancpain1735
http://www.sulubaai-founda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