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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Innovator Activities: SNS Campaign and Conference Visit “UNISDR ONEA-GETI”
While I was participating as a red innovator, I did a lot of activities that are related to different
types of topics. Among many of the activities, I remember making a new campaign by ourselves. Since
Social Network System (SNS) connects the world together, a lot of information could be shared
without difficulties and we used this technology to spread our campaign. Among many of them,
Instagram is one of the hottest platforms that allows people to share their moments, ideas, and
thoughts which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campaign to become popular. We chose
#SavingEarthSavingLives as our hashtag for this campaign particularly and we decided to comment this
hashtag on our posts that are related to the saving the earth. Any activities such as using mug-cups
and turning off the lights could be uploaded on the Instagram with the hashtag. Also, we included one
more rule which is mentioning other friends on the posts for its prevalence.
Not only that but also, the Conference “UNISDR ONEA-GETI” I visited as red innovator was one
of the memorable activities. I saw how students actually get education and observing the activities
that students participated were very interesting as well. Students were engaged in the activities
which even helped me to understand the materials more easily. The video clip about “Tilly Smith”
touched me and enlightened m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preparedness. Even though I was just an
observer, it was great experience to watch the conference. The 6 months of red innovator activities
were meaningful since it allowed me to gain new experiences and learn a lot of lessons. Being red
innovator made to feel proud of myself and I can definitely say that red innovator activities are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memories in my life.

레드 이노베이터 1기
2018년 7/11일부터 대한적십자사 아시아태평양복원력센터에서 대학생 봉사원 레드이노베이터
1기활동을 시작했었다. 평소에 봉사활동, 안전과 재난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우연히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레드이노베이터 대학생 봉사원 1기를 모집한다는 공지글을 보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
1기인 만큼 새로운 첫출발은 설레인 것 같다. 대학생 레드이노베이터활동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었던
점은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영어실력, 재난과 복원력에 대한 자세한 개념과 이해, 팀워크를 배우고
싶었다. 나는 또한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싶었던 부분은 창의적, 혁신적인 사고를
기르고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목표였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게
했던 활동은 재난관련 개념을 배우고 토의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가장 인상깊게 남았던 활동인 것
같다.이 회의 시간에는 나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빈곤국가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관련된 자료, 영상을 보면서 재난 복원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외국인 동갑친구
Sarah와 함께 영어로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재난 복원력의
개념과 사례를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콘과 자세한 설명을 넣어서 피피티를 제작해
영상을
부분에
얻어낸
소중한

촬영했던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값지고 정말 있었던 경험이 되었다. 팀원들과 토의를 하는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의견을 잘 절충해서 팀워크를 발휘한끝에 좋은성과를
것 같다. 학기중이여서 많은 회의참석을 하지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경험을 하게 되어서 값진경험이 되었고, 난 대학생 레드이노베이터 봉사원에 소속되어

아시아태평양복원력센터에서 봉사를했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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