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은행, Film4Climate 글로벌 기후변화 영상 공모전 실시
!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Connect4Climate 은 오는 6 월
20 일부터 9 월 15 일까지 <Film4Climate 글로벌 기후변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제 69 회 칸 영화제에서 공식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14-35 세 청소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시상식은 11 월에 열릴 모로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2)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o 기후변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 개 항목 중 하나로, 2015 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COP22 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 공모전 주제는 ‘나에게 ‘기후변화’란 어떤 의미일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들’, ‘내가 전하는 기후변화 메시지’이다.
o 제출 형식은 1 분 미만의 공익 광고 또는 1-5 분 단편영화로 장르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 또는 5 인 이내의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o 영상 제출시 참가자 본인의 기후변화 메세지가 다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글도 제출해야 한다.
! 심사는 영화감독과 평론가 등 전문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으로 미화 $8000, $5000, $2000 이 수여된다.
o 1-3 등의 수상작 이외에도 인기상 (People’s Choice Award), 중동 & 아프리카
지역 특별상 (MEAN-Award), 탄소가격제 특별상 (Price on Carbon Pollution) 등
파트너들의 다양한 특별상도 마련되어있다.

! 이번 영상 공모전은 유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불칸 프로덕션, 이탈리아
에너지 공사 전문업체 에넬, 유엔환경계획 (UENP), 모로코 정부와 글로벌 브레인 (The
Global Brain)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졌다.
o 이외 전세계 50 여개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한국에서는 환경재단과 청년단체
GEYK 가 함께 한다.
! 공모전에 관한 보도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웹사이트 Film4Climate.net 이나
Connect4Climate.org 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Film4Climate 글로벌 기후변화 영상 공모전> 포스터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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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만 14 세 이상 35 세 이하 (2016 년 9 월 15 일 기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 팀의 경우 최대 5 명의 조원으로 구성.
주제: ‘나에게 ‘기후변화’란 어떤 의미일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들’
‘내가 전하고 싶은 기후변화 메시지’
공모 부문: 공익광고 (PSA/1 분미만) 또는 단편영화 (1-5 분). 형식 자유.
모든 언어로 제출 가능하나 영어 자막 삽입 요망. 기후변화 메세지가 다른 SDGs 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략한 설명 첨부.
공모 마감: 2016 년 9 월 15 일 11:59pm EST (미동부 표준시간)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11 월에 열릴 모로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2)에서 진행 될 예정
응모 방법: Film4Climate 글로벌 기후변화 영상 공모전 웹사이트 (film4climate.net) 접수.
DVDs 또는 Blu-rays 우편 접수 불가
시상 내역:
14-17 세 부문
공익광고 (PSA/1 분미만)

단편영화 (형식자유/1-5 분)

1 등: 비디오 장비/소프트웨어

1 등: 비디오 장비/소프트웨어

18-35 세 부문
공익광고 (PSA/1 분미만)

단편영화 (형식자유/1-5 분)

1 등: $8,000 (USD)

1 등: $8,000 (USD)

2 등: $5,000 (USD)

2 등: $5,000 (USD)

3 등: $2,000 (USD)

3 등: $2,000 (USD)

문의
World Bank Group
Connect4Climate 팀
파트너십 담당자
김예진 (YeJin Kim)
ykim9@worldbankgrou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