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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시민 과학 프로그램인 Dive Against Debris® 는 AWARE 위크 및 그 이후의 모

든 다이빙을 조사 다이빙으로 만듭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AWARE 스페셜티 코스들.

모금 마련하기, 기부하기 또는 100% AWARE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조직한 것과 관련된 선택하기) 보존 청사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PADI AWARE 재단 – AWARE 위크 템플릿

(여러분의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네 번째 연례 AWARE 위크입니다! 2021 년 9 월 18 일부터 26 일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위

한 로컬 활동에 초점을 맞춘 보존 활동 및 어웨어 코스를 주도하거나 참여할 것입니다. 이

글로벌 이벤트는 PADI 토치베어러 커뮤니티와 함께 보다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해 10

년간의 해양 액션을 차트로 만드는 PADI의 보존 청사진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PADI 의 해양 활동을 위한 보존 청사진은 해양 쓰레기,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해양 보호 구

역을 만들고 또 취약한 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중 시민 과학, 공공 정책 및 보존 교

육을 주도하는 활동을 약속합니다.

AWARE 위크 동안, 우리는 다음을 통해 해양의 보호 및 보존 청사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

러분이 조직한 것과 관련된 선택하기):

PADI AWARE 재단은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자선 단체이며 또 관대한 개인 기부자들에

의존합니다. PADI AWARE 를 위한 보존 전략을 강화하고 우리의 바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하기 (여러분의 챌린지에 링크)에 기부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PADI 의 보존 활동 로케이터에서 모든 보존 활동과 코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PADI 토치베

어러 되고 또 우리와 함께 이 2021 년 AWARE 위크에 바다를 위한 차이점을 만드세요!

https://www.padi.com/aware/our-work
https://www.padi.com/conservation/activities/


(날짜)에 (장소) 에서 #DiveAgainstDebris 

PADI AWARE 를 위한 모금 행사 지원

AWARE 스페셜티 중 하나를 받기 

 바다의 쓰레기 제거하기 

 MPA (해양 보호 구역) 수를 늘리기 

 취약한 해양 생물 보호하기 

 산호 리프 복구를 가속화 하기 

 다이빙 산업의 탄소 배출 줄이기 

제안된 소셜 미디어 메세징 
 

#AWAREweek 가 돌아왔습니다!  이 AWARE 위크는, 9 월 18 일- 26 일까지로,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보존 활동 및 코스를 주도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보존

청사진을 진전 시키는 @padiaware를 지원할 것입니다.

@PADI #LocalActionGlobalImpact #SaveTheOcean

알고 계셨나요? #ProjectAWARE 스페셜티는 해양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ADI 바다-중심의 이 스페셜티 코스는 해양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또 여러분은 집에서 또 온라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스페셜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차이를 만드세요!

#10Tips4Divers #SaveTheOcean 

우리는 인류와 바다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PADI 토치베어러 운동의 일부입니다. 이

#AWAREWeek 에, 지구의 수면 위와 수면 아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동참하세요.

#SavetheOcean #LocalActionGlobalImpact

이 #AWAREWeek 에, 우리는 글로벌 해양에 미치는 영향력 강화를 위한 로컬 액션을 취하

고 있습니다. 보존 활동 중 하나에 참여하세요:

(AWARE 위크 활동 목록) 예:

저희와 함께 #AWAREImpact 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LocalActionGlobalImpact #TeamOcean

2021 년 #AWAREWeek 는 해양 액션을 위한 @PADI 청사진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향

후 10 년 동안, PADI 및 PADI AWARE 는 #OceanAction 을 위한 그들의 청사진을 달성

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다음을 포함하는 UN #OceanDecade 및 #SDGs 를 지원할 것

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ADI/?__cft__%5b0%5d=AZWGXArIAQR83yaTV7bEP1BGCvj6b9FjEwm8zujdUaVS0wZMkoMi0nVIspkETH-odimkLOn6XVN7r0i5JbitL21sm9oE6Dkere0WNnzOSKTpSnjFzcHTCFzEueLmo303WtyvdFqKkiczbV-hOj2tSCWkYlJAwOp8CtVNfvcicecXZA&__tn__=kK-R


#DiveAgainstDebris 및 해양 쓰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보고하는 것으로써 

 #EveryDiveaSurveyDive 만들기, 

바다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ADI AWARE를

위한 기부금 모금, 

우리는 100% AWARE 파터너로서, 발급되는 모든 인증으로 차이를 만듭니다. 

PADI 다이브 센터/토치베어러들로서, 우리는 그들의 보존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모든

#AWAREWeek 활동은 그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다를 위한 차이를 만들

기 위해 우리와 함께 동참하세요!

#LocalActionGlobalImpact #SavetheOcean #SDG14

@PADI 및 @padiaware 는 해양 액션을 위한 PADI 청사진을 수립했으며, 특히 #SDG14

– 수면 아래 삶의 구현을 지원하는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UN #OceanDecade 에 합류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와 바다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글로벌

해양 영향에 대한 지역 행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PADI 의 변화의 핵심을 지원합니다.

#LocalActionGlobalImpact #SavetheOcean #SDG14  #AWAREImpact 

저희는 #SavetheOcean 에 대한 PADI 의 청사진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또 자랑스럽

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관련된 옵션 선택)

우리와 함께 바다에 대한 차이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LocalActionGlobalImpact  #AWAREImpact #TeamOcean

@PADIAWARE 재단은 지역 활동을 통해 글로벌 해양 보존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공 자선

단체입니다.  새로운 보존 프로그램, 활동가 운동, 대중 봉사 활동, 코스들, 전 세계의 주요 해

양 위협을 해결하는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구축함으로써, PADI AWARE 재단은

#SavetheOcean 에 대한 PADI의 약속을 강화하고 또 기후 변화, 해양 서식지 손실 및 취

약한 종 보호를 포함하여 해양 환경이 직면한 주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단은 인류와 바다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개인에게 의존합니다. 바다가 직면한 주요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의 모금 행사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해양 보존 활

동을 도와주거나 또는 기부하세요!



PADI AWARE Foundation™ 은 글로벌 해양 보존을 위한 지역 활동을 추진하는 사명

을 가진 공인된 글로벌 자선 단체입니다. 우리는 수면 위와 아래 바다 행성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보존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미션을 지원하며, 인류와 바다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더욱 높이고 지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으로, @PADIAWARE 는 다

이버와 다이빙 산업의 집단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해양 서식지 손실 및 취약

한 종 보호를 포함하여 해양 환경이 직면한 주요 위협에 대처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션을 지원하세요!

www.padi.com/aware 

#LocalActionGlobalImpact #AWAREImpact #Team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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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padi.com%2Faware%3Ffbclid%3DIwAR1tS68xrcEwBNkJO2D9mh2XkokuS3pIMWZ9Q1IH8a11iK09xByrHwOlFa0&h=AT3yJXTMz5knzUAxDVvf3yAIKcR2JFppQepuTaMooFoATt8ORUoM3odhbynuyHUGZO7oDsDli5B318T7FgSt3v_7Kw8iE9iJ6IOtzD-cUAoTkQgOHiQqu0zEZMCGNkhWmnaGLCALK5iBRNq5cyQF&__tn__=-UK-R&c%5b0%5d=AT1YrEyO1RwFbImDd89GErsM09Os0L7q-LF6w1_jDuPAFzQIUuwhj-i6qV_M4VL-NUTNaVO8RPHkijTjsCqr_Yg_Y27b6b4VNDLUyrndwQJkuv0TotVf3NRoX4mFP0Xm6hmhbPQ2XbuS_LEt_BegA8p4rdlz10mvdO0N2OVmKK0W4wAyER9AeJgZHFplU4Ls3NVA_piUF8NbK2QXoQ
https://www.facebook.com/hashtag/localactionglobalimpact?__eep__=6&__cft__%5b0%5d=AZXjoz50gjsNfOhnimqBSmk-zhaYdmyiGNTIHxk-RvgU2-IXUO0OgDIItfkW1lvfERH4uAsowpfkYedjQTT3hBnCJ2MTcNG3m9hJDxRURo6Njtfv5akqGXKDB43wekojKsKmF21qxFoSt2yPGzRvVmdzkmPo69YMwQtWS81rnSuoRdA0iyTfoVBhLZuy_7_Zs7I&__tn__=*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