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나우(나에게서 우리로) 캠페인 계획

2021. 8.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2021 나우 캠페인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결손 등으로 학생 정신건강
악화 및 학생 자살 급증 우려에 따른 생명존중 인식 확산 필요
◦ ‘연결, 소통, 관심’을 기반으로 ‘나’의 생명존중과 ‘우리’의 공감과
참여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공감대 형성
※ 생명사랑 ‘나우’는 나에게서 우리로 관심과 소통을 확대하자는 의미

Ⅱ

추진내용

◦ (캠페인명) 2021 나우 (나와 우리) 캠페인
◦ (주최 및 주관) 교육부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 (기간) 2021. 08 ~ 2022. 01 (6개월)
◦ (사업 주요 내용) 생명존중 인식 확산 생명사랑 나우캠페인
- ‘나에게서 우리로’ 슬로건과 ‘나우톡해’ 행동 참여 구호를 활용하여
소통과 연결을 주제로 한 캠페인 실시
- 17개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적극적이며
효과성 높은 챌린지 형태로 진행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운영
◦ (대상) 학생 및 청소년, 일반 성인 등 대국민
◦ (홍보 방안) 캠페인 운영 웹페이지, 유튜브/SNS 채널(페이스북, 인스
타그램, 틱톡 등)을 활용한 바이럴 캠페인,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한 미디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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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관별 역할

주최/주관

기관

추진내용

주최

교육부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관계자 챌린지 독려 영상
촬영 참여, 교육청 및 학교 홍보, 우수사례공모전
장관상 제공

주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캠페인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캠페인 운영,
캠페인 전국 확산, 공모전 진행 및 시상식 운영

협조

17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감 및 관계자 챌린지 참여 및 영
상 제작,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자살예방 캠페
인 나우톡해 안내, 초‧중‧고등학교 캠페인 확산

Ⅳ

캠페인 개요

□ 캠페인 로드맵

나우캠페인선포
바이럴 영상
‘나에게서우리로’
웹툰 런칭
생명사랑
릴레이 이벤트

나우톡해
챌린지
나우톡해송
챌린지
생명사랑
이모지

생명존중
공모전
전국 초·중·고
웹포스터
EBS 교육교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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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톡해우소
생명사랑
전문가 인터뷰
우리아이성장
콘서트

thanks to
나우톡해

□ 메인 로고 및 슬로건

□ 나우톡해 챌린지 전략

□ 월별 추진 내용
월
8월

9월 - 12월

2022년 1월

월별추진내용
나우캠페인
선포
/티저배포
나우톡해송
챌린지

나우톡해
오픈 플레이
이벤트

나우톡해
챌린지 진행

‘나에게서
우리로’
웹툰 런칭

‘나에게서
우리로’
웹툰 진행

THANKS to
나우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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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포스터
제작/배포

우리아이
성장 콘서트

우수사례
공모전 시작
생명사랑
우수사례
전문가
공모전 진행
인터뷰
나우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생명사랑
EBS 교재활용 이모지 배포
나우톡
생명사랑
해우소
인식확산

Ⅴ

월별 세부 추진 계획

□ 8월 추진 계획
◦ 나우캠페인 티저 영상 배포
- (목적) ‘나우‘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나우톡해‘ 챌린지 예고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 제고
- (내용) 캠페인 출범을 알리는 '나우톡해 coming soon' 티저 영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
- (기간) 2021.08~계속
- (방법) SNS 및 유튜브, 홈페이지 통한 업로드
◦ 오픈릴레이 이벤트
- (목적) 캠페인 시작 시점에 맞춰 ’나우톡해‘ 행동 구호를 노출시키면서
관련 릴레이 이벤트를 통한 캠페인 활성화
- (내용) 4차에 걸친 오픈 릴레이 이벤트 진행
- (기간) 2021.08 ~ 2021.09
- (방법) SNS와 홈페이지 통한 이벤트 홍보
- 세부 이벤트 내용
차수
1차
2차

3차

4차

이벤트명
‘나우톡해 티저영상

내용
나우톡해 티저영상을 SNS에 올린 후
#나우톡해 해시태그

공유이벤트’
‘나우톡해
소학행 2학기’
‘나우톡해
웹 포스터 공유이벤트’
‘나우톡해 Best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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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소소한 학교 생활을 응원하는
문구 SNS에 올린 후
#나우톡해 해시태그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나우톡해’
두 가지 웹포스터를 SNS에 올린 후
#나우톡해 해시태그
상담 후 공감 내용을
SNS에 올린 후
#나우톡해 해시태그

◦ ‘나에게서 우리로’ 웹툰 런칭
- (목적) 학생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웹툰을 통한 효과적인 생명
존중 문화 확산
- (내용) 따뜻한 힐링의 메시지를 내포한 ‘나에게서 우리로’ 웹툰 연재
- (기간) 2021.08 ~ 2022.01
- (방법) 매주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SNS 및 홈페이지 연재
◦ 웹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목적) 1년 365일 24시간 상담시스템(청소년위기문자상담망서비스)을
알리고 ‘나우캠페인’ 확산
- (내용) 나우 웹포스터 배포
- (기간) 2021.08 ~ 계속
- (방법) 공문 발송 등을 통한 학교·병원·청소년 유관기관에 청소년
모바일상담센터 웹포스터 배포

< 웹 포스터 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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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 성장 콘서트
- (목적)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 문제 예방을 위한 학부모 양육 코칭
- (내용) 자녀의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강의

- (공동주최기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 (기간) 2021.08 ~ 2021.09
- (대상) 전국 학부모
- (방법)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
- 세부내용
차시

일시

1차시
일상으로의
회복
2차시
아이 잘
키우는 부모
3차시
어떻게
도와줄까요?

주 제

강사

21.08.18(수)
19:15-20:00

“전면등교? 멘탈코칭부터
시작하세요!”

이문수
(고려대 구로병원)

21.08.18(수)
20:00-20:45

“인터넷, 스마트폰, 안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1.09.02(목)
19:15-20:00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
김창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생각과 마음의원)

21.09.02(목)
20:00-20:45

“마음의 문? 닫히면 안됩니다!”

21.09.15(수)
19:15-20:00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김은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21.09.15(수)
20:00-20:45

“위기에 처한 아이!
어떻게 기회로 바꿀까요?”

박준성
(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명지병원)

배승민
(길병원)

<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홍보 영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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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추진 계획
◦ 나우톡해 챌린지
- (목적) ‘나우톡해’ 구호의 지속적 노출을 통해 실제로 타인과의 소통,
연결, 관심을 직접 표현하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실천 챌린지 진행
- (내용) 마음 버전, 일상생활 버전 등 다양한 콘셉트의 카드를 활용하여
주변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SNS를 통해 보냄으로써 챌린지 참여
- (기간) 2021.09 ~ 2022.01
- (방법)
‧청소년 모바일상담센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원하는 이미지 카
드 선택 후 다운로드
‧ 본인에 이어 응원 릴레이를 참여할 사람 3명을 태그
‧ #나우톡해, #나우캠페인에 해시태그
‧ 해시태그와 함께 이미지 카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 나우톡해 챌린지 참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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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톡해송 챌린지
- (목적) ‘나우톡해’송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전 국민 실천 캠페인으로
확산 및 활성화
- (내용) 인플루언서를 통해 캠페인송을 컨텐츠화 하여 배포함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틱톡 채널에서 챌린지 진행
- (기간) 2021.09 ~ 2022.01
- (방법)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진행한 영상을 참고하여 개사한
영상을 촬영하고 해시태그(#나우톡해, #나우캠페인 등)로 참여

< 나우톡해송 챌린지 예시 >
※ 인플루언서 영상 제작을 통한 챌린지 홍보

◦ 우수사례 공모전
- (목적) 청소년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콘텐츠를 공모하여
학생 자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대국민 생명
존중 인식 확산
- (내용) 동영상, 음원, 이모티콘, 슬로건 및 행동 구호 공모
※ 나우톡해 영상은 지도 교수 참여 조건

- (기간) 2021.09 ~ 2021.11
- (활용) 우수작품은 컨텐츠화 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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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분야 및 참여대상)
공모 부문
나우톡해 동영상
나우톡해 음원
나우톡해 이모티콘

나우톡해 슬로건
및
행동구호 공모

주 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련한 행동이나
주제를 영상으로 표현

참여 대상

(지도 교사 참여 조건으로 제출)
자살예방과 생명의 가치를 담은 음원 제작
생명사랑, 자살 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손그림으로 그린 이모티콘 제작
생명존중을 압축하여 쉽게 기억하고 인지
될 수 있는 한 줄 문구

청소년 및
대학생

- 가족 간 또래와 소통을 주제로 한 문구
- 연결과 관심을 주제에 대한 문구

청소년
교사 대학생

-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한 문구
※ 자세한 심사기준, 추진일정, 응모방법은 별도 계획 수립을 통해 안내예정

□ 10월 추진 계획
◦ 생명사랑 이모지(이모티콘과 유사한 그림문자) 배포
- (목적) ‘나우톡해’ 이모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나우캠페인 확산
- (내용) 생명사랑 메시지가 포함된 이모지를 제작하여 가족·친구와
연결되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
- (기간) 2021.10 ~ 계속
- (방법) 생명사랑 이모지를 제작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배포하고,
이모지 사용에 대한 이벤트 공모 통해 메시지 확산

<이모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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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추진 계획
◦ 우수사례 공모 시상 및 발표회
- (목적)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나우톡해’를 알리며 발굴된
콘텐츠들을 발표, 공유함으로써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학생 정신건강 교육 활성화
- (내용) 공모전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선출된 작품 시상
- (기간) 2021.11월 중
- (방법) 비대면 시상식으로 진행

< 비대면 시상식 예시 >

◦ 생명사랑 전문가 인터뷰
- (목적) 청소년 자살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국내·외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 자살의 심각성과 자살 예방의 필
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
- (내용)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해결, 예방책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의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간) 2021.11 ~ 2022.01
- (방법) 인터뷰 진행 후 촬영한 영상을 SNS 및 유튜브,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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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터뷰 예시 >

□ 12월 추진 계획
◦ EBS 교재 활용 생명사랑 인식 확산
- (목적) EBS 교육 교재에 나우캠페인 안내 포스터를 삽입함으로써
‘나우톡해’를 알리며 청소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 (내용) 2022년 EBS 초·중·고등학교 교육 교재에 ‘나우캠페인’ 안내
포스터 삽입
- (기간) 2021.12.~발간일
-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 (방법) 언론진흥재단에 계약 의뢰하여 EBS 교육 교재 지면 인쇄 진행

< 2020년 EBS 교육 교재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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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톡해우소
- (목적)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결을 위해 함께 애쓰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과 기성세대와 소통과
공감대를 확대하고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공유
- (내용)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선호에 맞춰 나우캠페인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실시
- (기간) 2021.12.
- (방법) 청소년전문상담사와 전문 MC가 함께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를
들으면서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가고 자연스럽게
‘나우톡해’를 안내하는 토크형식 프로그램 진행

< 나우톡해우소 예시 >

□ 2022년 1월 추진 계획
◦ Thanks to 나우톡해
- (목적) ‘나우톡해’ 챌린지 참여 후기 및 사연 등을 받아 실제 변화
에 이르는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여 캠페인의 의미를 확인하고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재확산
- (내용) 나우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 후 변화, 소감
등 후기 이벤트
- (기간) 2022. 01
- (방법) 선정된 사연 컨텐츠 제작 및 SNS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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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진 일정

◦ 2021년 나우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안내 : ’21.8월
◦ 나우 캠페인 홍보 영상 배포 등 캠페인 추진 : ’21.8월부터
※ 월별 계획에 따라 세부내용 실시

◦ 나우 캠페인 결과 보고 :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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