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르완다! 디지털 스토리텔러 지원서 
 
 필독 사항 
 
1. ‘안녕 르완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ICRC의 인도적 지원 

수혜자들의 이야기와 ICRC 활동 소식을 공유함으로써, 

르완다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디지털 스토리텔러의 역할은 르완다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ICRC 페이스북∙홈페이지 등을 위한 

5~6개의 온라인용 영상으로 (모두 합쳐 60분 내외 분량) 제작하는 것이며, 제작 방향은 지원서로 

제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CRC와 조율하게 됩니다.  

 

3. 인도적 지원에 관한 영상이지만, 초점이 수혜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ICRC 현지 직원들의 생활, 

르완다 소개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공감과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기대합니다.   

 

4. 2인 1조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반드시 영상 촬영 및 편집에 능해야 하며, 다른 한 

명은 영상이 아닌 다른 분야 전문가여도 무관합니다. (예, 영상 1명 + 작가 1명 혹은 영상 1명 + 

일러스트레이터 1명 등) 만 19세 이상이면 학력/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 선발된 팀은 반드시 12월에 (둘째 주 가장 선호, 합격 팀과 조율 예정) 르완다 방문이 가능해야 하며 

ICRC에서는 왕복 항공권, 숙식, 필수 예방 접종비, 통역, 차량 등의 현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별도의 인건비는 제공되지 않으며 카메라 등의 촬영 장비는 참가 팀이 준비 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 

아이디어에 따라 준비물이 필요한 경우 혹은 포스트 프로덕션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예, 내레이션 

녹음비 등) ICRC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7. 제작물은 르완다 방문 후 한 달 전후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작업을 포기하게 되면 항공권, 

숙박비 등이 참가 팀에게 청구됩니다. 

 

8. 지원자는 르완다 여행 시 필요한 필수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 비행을 하는데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9. 현장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ICRC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몇 가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간단한 면접 진행 후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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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르완다! 디지털 스토리텔러 지원서 
 
본 지원서와 모든 첨부 문서는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 icrcseoul@gmail.com 으로 11 월 15 일(화)까지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팀 인적 사항  

예) 홍길동 / Hong Gil-dong / 대한민국 / 영상, 리포팅  

 국문 이름  영문 이름 (여권상) 국적  전문 분야  

지원자 1     

지원자 2     

 

� 르완다 방문 일자  

12 월 둘째 주 (12.3 출발 – 12.11 귀국 예정)에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12 월 중 가능한 일자 기재  

 
 

� 이력 사항 (선택)  예) 전공, 참여 프로젝트, 파워 블로거/페이스북 유저 등 

 

� 제작 아이디어  

르완다에서 ICRC 는 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난민들(부룬디)이 다시 가족과 연락을 재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난민 캠프에서 필요한 필수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 : https://www.icrc.org/en/where-we-work/africa/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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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과 지원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시청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십시오. 제안서는 자유 

형식입니다. 본 지원서에 기술해주셔도 되고, 피피티 등 별도의 문서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레이션 등을 

위한 유명인 섭외 계획은 확실한 경우에만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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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샘플  
 
본 지원서와 함께, 지원 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샘플(5 분 이내)을 송부해주세요. 다른 프로젝트 

참여시 제작했던 영상이어도 무관합니다.  
 

### 
 

 

필독 사항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 시에만 지원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재능 기부 의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 
 
ICRC 웹사이트 

https://icrc.org (영어) 

https://kr.icrc.org (한국어) 
 
I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icrc (영어) 

www.facebook.com/icrckr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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