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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
사진 상을 소개하다

2021 년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Ocean Photography Awards, OPA) 대회의 메인 파트너인
블랑팡은 미래 세대를 고취시키고자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Female Fifty Fathoms
Award)를 런칭한다. 해양 사진 분야에서의 여성의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카테고리다.

해양 보존 자선 단체 씨레거시(SeaLegacy)와의 협업으로 오세아노그래픽 매거진이 매년
진행하는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 대회의 목적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비롯해 바다가 직면한
많은 위기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다를
주제로 사진을 촬영하는 재능 있는 사진가 및 관심 있는 개인들을 불러모은다. 어워드는
아마추어, 프로, 잠수부, 서퍼,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포토그래퍼에게 열려 있다. 여섯 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외에도 올해의 오션 포토그래퍼(Ocean Photographer of the
Year™) 상이 주어진다. 2021 년 프로그램에는 블랑팡이 수여하는 상인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 카테고리가 추가된다.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는 모든 참가자에게 열려 있지만 주로 남성 참가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블랑팡은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를 통해 여성들이 바닷 속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잠수, 바다 사진 영역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바다 관련 프로젝트의 인지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에 영감을 선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
후보들은 영감의 원천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해 미리 지명되어야 한다. 선정된 포토그래퍼와
참여를 확정한 이들은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의 기본 심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많은 상들 중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를 받게 되는 수상자는 블랑팡의 피프티 패덤즈 다이빙 워치 컬렉션
타임피스를 수여받게 된다. 또한 그녀는 블랑팡의 플랫폼과 더불어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커뮤니케이션 자료에도 등장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블랑팡의
간행물인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Edition Fifty Fathoms)의 컨트리뷰터 어니스트 H. 브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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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Ernest H. Brooks II), 엘렌 큐이라에르츠(Ellen Cuylaerts) 등 저명한 포토그래퍼의 이름과
나란히 자리할 것이다.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는 한계를 깨부수고 진화해 나가는 모든 여성, 진보적이고 바다에
헌신하는 선구적이고 열정적인 여성 등 타협을 모르는 강인한 여성을 기린다.
당신을 매료시키는 사진가가 있는가? 활동 지역이 국내 혹은 세계이든, 아마추어 혹은 프로이든,
유명하거나 그렇지 않든, 더욱 많은 여성들이 해양 커뮤니티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녀의 작품을
공유하면 어떨까.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접수를 원할 경우 www.oceanographicmagazine.com/opa 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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