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재단 후원 프로젝트 간판 제작 가이드라인

로타리재단 보조금 수령자들은 프로젝트 간판(플래카드)을 규정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간판 샘플은 3 페이지를 참조한다.
보조금 수령자는 다음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로타리재단 정책규약 1.050.2 항에 명시된
로타리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0.2. 스폰서 및 협력 단체의 로타리 마크 사용에 관한 RI 및 TRF 가이드라인
1. 국제로타리 (이하 “RI”) (및 로타리재단(이하 “TRF”))[해당되지 않는 것은 삭제]의
제한적 승인에 의해 [스폰서 혹은 협력 파트너 명칭](이하 “스폰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로타리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스폰서는 “로타리”, 로타리 휘장, “국제로타리”, “로타리클럽”, “로타리재단”,
로타리재단 로고, “로타리안”, “로타랙트”, 로타랙트 휘장, “인터랙트”, 인터랙트 휘장,
“폴 해리스 휄로우”, 폴 해리스 이미지, “폴리오플러스”, 폴리오플러스 로고, “초아의
봉사”, “가장 많이 봉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얻는다”, 로타리 평화 및 분쟁 해결 센터
로고 (“로타리 마크”) 등을 포함한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트레이드
마크와 서비스 마크의 소유권을 RI 가 갖고 있음을 인지한다.
3. 본 가이드라인에 있는 제한적 사용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RI 로타리 마크에 대한
라이센스 나 권한을 스폰서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4. 스폰서는 RI (혹은 TRF)가 승인한 회합, RI 혹은 TRF 행사 장소를 비롯하여 스폰서십,
파트너십, 협력 관계 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경우 표창 자료 전시 가능
위치에 대한 통제권을 RI 가 갖는 것을 인식한다.
5. 스폰서들은 RI (혹은 TRF)가 스폰서가 로타리 마크를 사용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출판물 혹은 기타 미디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RI 는 홍보의 목적을 포함하여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스폰서 혹은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로타리 마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스폰서들은 모든 자료들은 로타리 혹은 로타리 법률 심의회에 의해 출판
전에 검토되거나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RI 는 이와 같은
사용을 거부 혹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카피 혹은 레이아웃 변경 및
당사자간의 상호 동의를 제안할 수 있는 단독적인 권한도 갖는다.
6. 스폰서는 스폰서하는 로타리 행사 또는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광고 혹은 홍보
자료에 사용된 로고의 크기가 로타리 휘장(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와 동일하거나
작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로타리 휘장 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가 반복되는 배경
스크린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RI 는 로타리 휘장 혹은 로타리 마크가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 차단되지 않는 한 로타리 휘장 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워터마크, 인쇄, 스크린, 돋을 새김 등) 위에 글씨는 쓰는 것을 허용한다.
스폰서가 일반적인 광고에서 스폰서하는 로타리 행사 혹은 프로젝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로타리 휘장은 스폰서의 로고보다 작아도 무방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7. 스폰서들은 위의 6 번에 명시된 규정 개정이 없이는 로타리 마크를 대체, 변형, 차단
시킬 수 없으며, 완전한 형태로 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스폰서의 로고와 로타리 휘장
혹은 기타 로타리 마크는 겹쳐져서는 안 된다; 두 이미지는 각각의 모양이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8. 로타리 마크는 단색으로 복제될 수 있다. 2 가지 이상의 색상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색상을 이용해야 한다. (로타리 휘장 및 TRF 로고의 경우 로열 블루와 골드 (PMS
Blue #286; PMS Metallic Gold #871 or PMS Yellow #123 C or 115 U); 기타 로타리
마크에 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9. 스폰서는 공인 업체만이 로타리 마크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능한 한
로타리 마크는 공인 업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공인 업체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RI 라이센싱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 년 1 월
관리위원회 회합, Dec. 77)

프로젝트 종류
(예, 우물, 학교 책상, 도서, X-레이 기계, 등)

프로젝트 국가
로타리클럽 혹은 지구 명
외국 로타리클럽 혹은 지구 명
기타 참여 클럽 혹은 지구 명단
본 프로젝트는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 보조금으로
실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