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축물에 로타리 이미지 투영 절차
다음은 로타리 창립일(2 월 23 일)을 맞이하여 관광 명소나 유명 건축물에 로타리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로타리 이미지를 투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국제로타리 홍보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rotary.org.

1. 이미지 투영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는다.
미디어나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잘 알려진 건축물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로타리
이미지가 투영되었던 유명 건축물들은 다음과 같다: 로마 원형 경기장, 영국 국회의사당,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케이프타운 타블 마운틴, 이집트 피라미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건물도 로타리 이미지를 투영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날씨(안개, 비,
눈 등)가 이미지 투영을 비롯한 야외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예로 이미지를 투영하고자 하는 다리에 안개가 자주 낀다면 그 다리는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원거리에서도 투영이 가능하다. 런던 국회 의사당의 경우, 약 100-200 야드
떨어진 템즈강 건너편에 프로젝터를 설치하였다.

특이한 건물에도 이미지 투영은 가능하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 이미지를 ‘돛’ 모양으로 투영하였다. 프로젝션 회사와 협력하여 특이한
모양의 건물에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건물이 결정되면 건물 관리 회사와 접촉하여 로타리 이미지를 투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로마 원형 경기장, 영국 국회 의사당 등 성공적으로
이미지를 투영한 유명 건축물의 사진을 보여주어 참고하도록 한다.

모든 필요한 승인과 허가를 받는데 예상 외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건물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승인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건물을 동시에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외벽이 철강 또는 유리인 건물은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케이프 타운의 경우, 타블 마운틴 자체에 이미지를 투영하는 것은 승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로타리 회원들은 대신 V & A 폭포에 로타리 이미지를 투영하였는데, 아름다운 타블
마운틴을 배경으로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다.
2. 이미지 투영을 담당할 전문 회사를 찾는다.
먼저 이미지 투영이 가능한 멀티 미디어 또는 옥외 프로젝션 광고 회사를 물색한 후 경험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프로젝트를 위한 모임을 갖고 회사 측에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때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킨다:

건물 명칭과 주소

건축 자재 (화강암, 유리, 콘크리트, 철강 등)

이미지를 투영하고자 하는 위치

투영 시간

아트워크

예상 경비

필요한 소요 시간.
예: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는 조명회사가 Gobo Projector 를 사용하였다.

3. 아트워크 및 메시지
다른 지역에서 투영되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로타리 로고와 End Polio Now 메시지를
투영하여야 한다. 아트워크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로타리 로고 및 End Polio Now 메시지
 End Polio Now 로고
아트워크는 RI 웹사이트( http://www.rotary.org/en/AboutUs/SiteTools)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장비에 맞게 포맷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로타리 휘장은 ‘RI 로고 및 휘장 사용 안내서’ 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http://www.rotary.org/RIdocuments/en_pdf/547en.pdf
로고를 투영할 수 없으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투영되었던 것과 비슷한 End Polio Now
메시지를 고려해보기 바란다.
4. 행사 및 End Polio Now 홍보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미지 투영 행사를 전후하여 특별 행사를 계획한다. 안전, 조명
회사, 사진, 재정(재무), 손님 안내, 사회, 미디어 담당, 음식 및 장소, 행사 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프로젝트 팀을 임명한다. 로마 원형 경기장 앞에서는 카운트 다운행사를 비롯하여
시장, 스포츠 인사, 로타리 대표들이 연설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행사 대변인은
로타리 2 억 달러 챌린지 존 코디네이터나 소아마비 생존자, 전국 면역의 날 행사 참가자
또는 지구총재가 맡으면 된다.
케이프 타운에서는 RI 시니어 리더; 소아마비 박멸 파트너, 주정부 및 중앙 정부 인사와 보건
관계자, 디렉터, 매니저; 전염병 전문가; 로타리안; 기타 시민 단체; 미디어; 소아마비 후원
네트워크에 특별 초대장을 발송하였으며, 모든 내빈들에게는 안내 패키지를 배부하였다.
이미지 투영 행사를 미디어에 알리고자 할 때는 RI 가 제작한 샘플 보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최소한 행사 2 주 전까지는 미디어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온라인 보건 웹사이트, 보건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활용하도록 한다.
행사 전까지 로타리 대변인을 임명하고 현지 미디어에서 취재하도록 주선한다. 행사 직후
행사 사진을 인쇄 및 온라인 및 방송 미디어에 배포한다.
5. 보충 자료
행사에서 배부하기에 적합한 로타리 자료는 다음과 같다:

로타리 2 억 달러 챌린지 안내서 (986), 한국어를 비롯한 9 개 국어로 제작되어 있으며
로타리안과 비로타리안 모두에게 적합하다. 무료.
End Polio Now 핀 (988) 100 개에 50 달러.
상기 자료들은 온라인 카탈로그( http://shop.rotary.org/catalog) 또는 한국지국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6. 행사 축하 및 이미지 포착
투영되는 이미지는 시선을 끌도록 선명하고 멋있어야 하지만, 건축물은 텔레비전이나 기타
언론이 보도하는 시간 동안만 비추도록 한다.. 또한 전문 사진작가로 하여금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로타리가 사진을 미디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주의: 행사 후 24 시간 내에 저화질 및 고화질 사진을 (8 x 10 크기의 경우 300 dpi enlargement)
pr@rotary.org 로 제출한다. 사진은 rotary.org 와 로타리 지역 잡지를 통해 전세계에 소개될
것이다.

전세계 유적지를 밝히는 End Polio Now 조명 행사 안내
2 월 23 일을 기해 End Polio Now 조명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 로타리 소아마비 박멸
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킨다.







경매나 모금 활동, 패널 토의와 연계하여 조명 행사를 펼친다.
현지 기업/사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로타리 리더나 지역 유지들을 초대한다.
“This Close” 캠페인에 참가할 현지 유명 인사들을 물색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현지 미디어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사진 작가가 촬영한 행사 장면을 로타리와 현지 미디어에 배포한다.

작년 2 월 23 일 기념 행사 내용 소개
뉴욕증권거래소 빌딩 조명 행사






로타리는 백신 제조업체인 사노피 사와 함께 뉴욕 증시 클로징 벨을 타종했다.
로타리와 사노피 사의 임원들이 로타리와 소아마비와 관한 연설을 하였다.
“This Close” 행사에 참가한 Angélique Kidjo 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다.
사진 작가들의 작품이 로타리 출판물이나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선보였다.
행사에 모인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트레비 분수 영상 조명 행사






로타리 PR 보조금의 지원으로, 로타리안들과 저명인사 그리고 미디어를 위한
리셉션을 가졌다.
로타리 시니어 리더와 현지 인사들이 연사로 참가하였다.
Amazing Stories of Polio(놀라운 폴리오 이야기)를 저술한 작가를 초대하였고 기념
포스터를 판매하였다.
본드 걸로 유명한 이태리 여배우 Maria Grazia Cucinotta 가 출연한 "This Close"
영상을 감상하였다.
약 1,500 명이 참가한 트레비 분수 영상 조명 행사와 로타리안들의 인터뷰가 현지
미디어에 소개되었다.

푸에르토 리코 로타리안들의 기념 행사 자세히 보기

로타리 소아마비 박멸 활동을 홍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pr@rotar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