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돌아보기
힘을 모았습니다
58개 국가의 4,109명의
다이버들은 함께 91,972
개의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고 보고했습니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OurOcean2015

conference

여러분은 해양 쓰레기
영향을 강조하는 #BeneaththeWaves(파도
아래)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73명의 PADI 강사들은
618명의 Dive Against
Debris 학생들을 훈련하여
해양 쓰레기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쓰레기들이 대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협조하도록 산업계에
요구했습니다.

257명의 상어 보호
강사들은 전세계 495명의
다이브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2020년까지 유럽의 해양에
해양 쓰레기 투하 50%
감소를 위해 Seas At Risk
Alliance가 청원했습니다.

4,011명의 다이버들은
다이버들이 대양을 보호할
수 있는 10가지 팁들을
따르기로 서약했습니다.

세계 대양 정상회의
(World Ocean Summit)가
수중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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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함께 변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서로를 활성화시켰고 영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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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에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와 청상아리
채취에의 제한, 포르비글
상어 보호를 위한
독촉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양 보호에 관해 배우고
뉴스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준 221,649명의 소셜
미디어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36개의 다이브 센터 및
강사들은 100% AWARE
파트너쉽을 통해 대양
보호를 지원했습니다.

활성화시켰습니다

PROJECTAW
ARE.ORG

호주의 전세계 최대 규모
해양 보호 구역 취소에
대한 항의했습니다.

북대서양 어업 조직 영역 안의
지느러미 채취 금지를 위한
통일적 움직임을
조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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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 가오리와 데빌 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미대륙
국가간의 열대 참치
위원단의 중대한 진전을
성취했습니다.

18,551명의 사람들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의
추한 여행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11,419의
수중 환경 보호자들이 수중
쓰레기의 형태와 규모,
장소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이클론 팸 이후
바누아투의 긴급 쓰레기
제거 작업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31,061명의 다이버들과
대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더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2016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projectaware.org를 방문하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