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ve got the power! 

에코-스쿨 25주년 비디오캠페인 

캠페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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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날짜 글로벌 캠페인 행사 일정 

2019년 3월 6일 에코-스쿨 본부에서 각 국가 네셔널 오퍼레이터에게 캠페인 패키지 관련 자료 발송  

2019년 3월 11-15일 네셔널 오퍼레이터가 해당 국가에 등록된 에코-스쿨들에게 캠페인 패키지 관련 자료 배부 

3월 11일 캠페인의 시작! 비디오는 등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 Entries page. 

4월 15-30일 캠페인 피크 타임 ! 제출된 비디오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재 및 공유  

5월 3일  캠페인 종료 시점. 비디오 제출 마감. 

5월 4일 – 5월 31일 에코-스쿨 본부에서 최고의 캠페인 비디오를 선정하여 국제본부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  

 

 

전세계에 긍정적인 영향 

2019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교육 분야를 이끄는 에코-스쿨이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코-스쿨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는 것에 

기여해왔습니다. 1994년부터 우리 모두는 에코-스쿨 프로그램이 전 세계의 긍정적인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을 통하여 끊임 없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험적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환경보존을 위한 책임감을 지닌 주체적인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하여 에코-스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 생각하였고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에코-스쿨 25주년 비디오 캠페인은 전세계 에코-스쿨 내의 모든 사람-학생들,교직원,학교 직원, 자원봉사자, 다른 기관-의 

참여하여 전세계의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2019년 글로벌 액션 데이와 함께하는 캠페인!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비디오 캠페인은 다가오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FEE 글로벌 액션데이 

행사의 일부로써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FEE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모두의 참여에 의해 완성된 멋진 작품들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입니다. 

FEE 글로벌 액션-데이가 진행되는 1주일 동안 FEE 국제 본부는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움직임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코-스쿨 본부는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에코-스쿨 25주년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업적과 전세계 에코-스쿨 네트워크의 본질 및 

우리 모두의 작은 움직임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의 성취와 도입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셔널 

오퍼레이터들은 글로벌 캠페인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캠페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캠페인에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oschools.global/ive-got-the-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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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의 목표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이슈가 되는 화제에 대해 에코-스쿨 커뮤니티 간의 소통의 기회 제공 

 전세계 및 지역사회의 대표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적 변화를 야기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참여 유도 

 전세계 에코-스쿨 커뮤니티의 유대감 강화  

 

 

타임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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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비디오 캠페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비디오 촬영을 하여 제출 할 수 있기에 편리합니다. 

  

길이  

15-60초 

 

형식 

바른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하기(아래의 예시 참조). 

 

다음의 문장을 사용하여 시작하기 

 

만약에 제가 수상이라면 저는… /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 

만약에 제가 슈퍼히어로라면 저는 … 

매일 매일 저는 … (긍정적 행동에 대한 설명). 

만약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창의적인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촬영한 비디오 1개와 

본인의 개성대로 찍은 비디오 1개 이렇게 2개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언어 

모든 언어는 사용될 수 있으나 영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밑에 영어 자막을 포함할 경우에만 심사 자격이 됩니다.  

 

해도 되는 것  

 촬영되는 사람은 앉아서 혹은 일어서서 카메라에 말할 수 있습니다. 

 촬영 중간 끊김이 없이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음향은 반드시 잡음이 없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제출 작품을 촬영 전에 영상과 음향을 체크하세요 

 자연 조명이 가장 좋습니다- 야외 촬영도 가능합니다. 조명이 필요할 정도로 어두운 방에서의 촬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DSLR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면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비디오 촬영을 하세요. 

 여러개의 예시 영상을 미리 촬영해 보세요. 

 촬영 시 카메라 앞에서 지나치게 긴장을 한다면 원하는 메세지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촬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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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할경우 반드시 테스트 촬영을 해보며 보여지는 모습, 소리 등을 확인해보세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든 사람들과 협업하며 

최고의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촬영을 진행하세요 

 여러 비디오를 촬영한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제출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카메라 앞에서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 카메라 정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요! 

 배경 소음이 심한 곳에서 촬영하는 것 (예. 쉬는 시간 학교 운동장 가운데,체육관 등) – 이것은 촬영된 비디오의 음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메세지 

 

우리의 업적 

 

2019년은 에코스쿨이 학생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해온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에코스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교육에 우선적으로 접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식,기술,태도 및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비디오 캠페인은 그동안 에코스쿨을 통한 배움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Keywords: 유산 및 업적 ; 교육 ; 지속가능한 미래;  25주년 

 

전세계 네트워크 

 

수년동안 에코-스쿨 프로그램은 전세계 68개국의 52000개의 학교의 140만명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 1억9천명의 

학생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세계적 지속 가능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Keywords: 전세계 네트워크 ; 52,000 개교 ; 1억 9천명 학생; 140만명 선생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SDG) 와 함께 하는 에코-스쿨  

 

인류에게 닥친 여러가지 위기와 함께, 전세계 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및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SDGs)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할 안건을 제정하여 우리 모두가 참여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는 우리가 더욱 더 많이 공유하고 지켜 나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실현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국가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는 지구 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기대입니다.  

Keywords: SDGs;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교육; 미래를 위한 긍정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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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 및 소셜 미디어  

모든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공유를 위한 자료는 오른쪽의 링크에서 제공되어 집니다=>  Campaign Google Drive folder,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샘플 캠페인 비디오 

소셜 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문구 

소셜 미디어 포스트 카드 

소셜 미디어 배너 

에코-스쿨에 관련된 비디오 

자료 제공 동의서 

 

태그 

 

Facebook: @ecoschools.global Twitter/Instagram: @ecoschoolsint Hashtags 

#ecoschools25 #ivegotthepower #ecoleaders 

 

캠페인 문구 

 

I’ve got the power!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Join the generation that acts!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저희와 함께해요!  

 

 

작품 제출 

1. 다음의 사이트에서 제출: Entries page (www.ecoschools.global/ive-got-the-power) 

2. Media Consent form  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 (필수). 

3. 세부사항 기재 및 비디오 파일과 영상 제공 동의서 함께 첨부. 

4. 제출. 

5. 제출 후 발급되는 25주년 행사 참여 증서 다운로드 

6. 캠페인 해쉬테그와 메세지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 

 

비디오 포스트 예시 – 샘플 1: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세대이며 전세계가 다같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coschools25 #ivegotthepower #sustainabledevelopment #나라이름(southkorea) 

 

더 많은 샘플을 보려면 오른쪽 링크 클릭 Campaign Google Drive folder.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rqJVqLMu1x3JXbEEhkXQvSMdyc1QvWj?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rqJVqLMu1x3JXbEEhkXQvSMdyc1QvWj?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rqJVqLMu1x3JXbEEhkXQvSMdyc1QvWj?usp=sharing
http://www.ecoschools.global/ive-got-the-power
http://www.ecoschools.global/ive-got-the-power
https://drive.google.com/open?id=1prqJVqLMu1x3JXbEEhkXQvSMdyc1QvWj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rqJVqLMu1x3JXbEEhkXQvSMdyc1QvWj?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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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모든 출품작은 반드시 오른쪽 링크의 페이지에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Entries page . 에코-스쿨 본부에서 선정된 최고의 비디오는 수정 후 에코-스쿨 국제 

본부 홈페이지,소셜 미디아 및 비디오 캠페인 기념 영상에 사용됩니다.  

 

 

샘플 비디오 

오른쪽 링크에 저장 Campaign Google Drive folder. 

 

연락처 

질문 혹은 기술적 오류가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Nicole Andreou 

International Eco-Schools Coordinator E: nicole@fee.global 

T: +45 6113 6475 (Mon-Fri: 10:00-15:00 CET) 

 

http://www.ecoschools.global/ive-got-the-power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rqJVqLMu1x3JXbEEhkXQvSMdyc1QvWj?usp=sharing
mailto:nicole@fee.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