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SIA 등록 마크 사용 정책
SIA 등록 마크 소개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Inc.(SIA))는 당 기관의 등록 상표 및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SIA 는 미국에서 마크 등록을 취득했고, 브라질,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필리핀, 대만에서도 다양한 마크를 등록했습니다. SIA 는 마크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관한 일반 조건
이 정책상 조건에 따라, SIA 는 현재 운영 중인 회원 클럽과 리전에서 현재 마크들을 사무용품, 인쇄물 및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기타 자료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용상 제한 사항
SIA 본부는 이 정책이 적용되는 마크를 소롭티미스트 주얼리에 표시해야 할 경우 이들 모든 주얼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SIA 에서 제품 포장, 제품 라벨, 제품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어떠한 제품이라도 홍보하거나 제품 내용을 밝히기 위해 마크를 사용하는 행위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승인
소롭티미스트 클럽과 리전에서 SIA 라이선스 신청서와 라이선스 요금 $50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SIA
마크가 표시된 판매용 또는 프리미엄 주얼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신청서가 있어야 제작할 수 있는 품목의 예에는 의류, 탁상용 액세서리,
머그 등이 있습니다. 식품, 음료, 개인관리용품 등 소비재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는 해당 건별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들 제품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통해 표시 가능한 소롭티미스트 마크를 사용할 경우
소롭티미스트 본부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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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 등록 마크 사용 정책
마크 변경 또는 조작
SIA 마크는 원형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전체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 이외에는 변경이나 조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SIA 마크는 단어, 문장 부호, 또는 디자인 구성요소의 가감 없이 지정된 색조만으로 된
완성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조건
클럽과 리전에서는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SIA 의 내규와 절차를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SIA 는 상표가 복제 또는 표시되는 방식을 자유재량에 따라 검사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SIA 마크가 표시된 모든 자료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본을 SIA 에 제공하고 마크 사용의 승인에 관한 SIA 의 결정을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Soroptimist 회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 올 경우에는 SIA 상임이사 겸 CEO 가 이를 검토해야 하고, SIA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IA 는 회원 클럽 또는 리전의 마크 사용을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항상 등록 기호 ®을 붙여 사용해야 하며, 서면 자료의 경우에는 마크가 처음 언급되면 이 등록
기호를 반드시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생략해도 됩니다.

등록 상표
이름

현황

허용되는 사용 대상

사용상 제한 사항

소롭티미스트®

현재 사용
중

클럽/리전은 클럽 이름, 모든 지역의
국제 소롭티미스트, 또는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에 속한 모든 리전에
소롭티미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단 기금이나 재단, 또는
기타 별도 기관(예:
소롭티미스트 알뜰매장,
소롭티미스트 커뮤니티
센터 등)의 이름에
소롭티미스트® 등록
마크를 사용하려면 SIA
본부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통해
상업적
라이선스
부여 가능

클럽에서는 단체의 브랜드와 사명
기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드림
프로그램(예: 소녀들을 위한 커리어 지원
및 소롭티미스트® 리브 유어 드림:
여성들을 위한 교육 훈련 상)과 관련해
소롭티미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역별 클럽이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해당 클럽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여성 교육을 위한
(지역) 국제 소롭티미스트
5km 달리기 대회).
SIA 드림 프로그램 이외의
클럽 프로젝트에 해당
클럽의 정식 명칭 대신
"소롭티미스트"라는
명칭만을 붙이려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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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라인
Best for
Women®

현황
현재 사용
중

허용되는 사용 대상
현재 운영 중인 회원 클럽과 리전에게는
배지, 장식용품, 그리고 리전 총회, 지구별
미팅, 워크숍, 기타 소롭티미스트 공식
라틴어에서
디자인을
활동을 위한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
유래된 명칭인
구성하는
또는 리전 사무용품, 웹사이트, 회보, 배너,
소롭티미스트의 단일
프로그램, 교육 자료에 해당 태그라인을
영어 번역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로열티가
사용하려는 없는 제한적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경우에는
상업적
또한 SIA 의 회원용 출판물 명칭으로
라이선스를 사용되며 해당 출판물의 제목으로 지칭될
부여할 수
수도 있습니다.
없음

SIA 로고

현황
현재 사용
중

®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SIA) 로고

상업적
라이선스
부여 가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
여성 교육을 위한
소롭티미스트 5km 달리기
대회).
사용상 제한 사항
허용되는 사용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품목에는 이
정책의 "사용상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허용되는 사용 대상
현재 운영 중인 회원 클럽과 리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시각 효과를
위해 SIA 로고를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제한적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사용상 제한 사항
허용되는 사용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품목에는 이
정책의 "사용상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배지, 장식용품, 그리고 리전 총회, 지구별
미팅, 워크숍, 기타 소롭티미스트 공식
활동을 위한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
또는 리전 사무용품, 웹사이트, 회보, 배너,
깃발, 프로그램, 교육 자료에 SIA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그와 같은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롭티미스트
공식 자축 행사용 케이크 및 과자류의
장식용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SIA 로고는 PMS 659(파랑색),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사용할 것이 선호됩니다. 기타
색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SIA 본부에서
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독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독특한
스타일로 된 S 자를 사용하고자
라이선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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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게 됩니다.
허용되는 상업적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정책의 "라이선스 승인"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현황
현재 사용
중

LiveYourDream.org

®

LiveYourDream.org 로고

허용되는 사용 대상
소롭티미스트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소롭티미스트의 사명과 드림
상업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의
라이선스를 사명과 이들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일
부여할 수
수 있도록 이들 여성에게 영감을
없음
불어넣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LiveYourDream.org 를 발족했습니다.
SIA 본부는 리브 유어 드림 로고를
표시한 품목들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입니다.

사용상 제한 사항
허용되는 사용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품목에는 이
정책의 "사용상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회원 클럽과 리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시각
효과를 위해 LiveYourDream.org 로고와
제목을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제한적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리전 총회, 지구별 미팅, 워크숍, 기타
소롭티미스트 공식 활동을 위한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 또는
리전 사무용품, 웹사이트, 회보, 배너,
프로그램, 교육 자료에 해당 로고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그와 같은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
로고를 소롭티미스트 공식 자축 행사용
케이크 및 과자류의 장식용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LiveYourDream.org 로고는 검정색/흰색
또는 PMS 7416 C(주황색), PMS 262
C(자주색), PMS 318(파랑색/녹색)
색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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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재 사용
중
®

리브 유어 드림: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상®
리브 유어 드림 상®

허용되는 사용 대상
현재 운영 중인 회원 클럽과 리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시각
효과를 위해 이 프로그램 로고와
상업적
제목을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라이선스를 있는 비배타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부여할 수
제한적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없음
배지, 장식용품, 그리고 리전 총회,
지구별 미팅, 워크숍, 기타
소롭티미스트 공식 활동을 위한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 또는
리전 사무용품, 웹사이트, 회보, 배너,
깃발,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교육 자료에 이
프로그램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그와 같은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롭티미스트 공식
자축 행사용 케이크 및 과자류의
장식용품으로 해당 프로그램 로고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사용상 제한 사항
허용되는 사용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품목에는 이
정책의 "사용상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리브 유어 드림: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상은 SIA 의 대표적인 드림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제목은
'소롭티미스트'를 앞에 붙이고
축약되지 않은 정식 명칭으로 표시해야
하며, 처음 언급될 경우 단체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 등록 기호를
붙입니다(예: 소롭티미스트 리브 유어
드림: 여성들을 위한 교육 훈련 상®).
그 다음에는 "리브 유어 드림 상"이라는
축약 형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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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재 사용
중
®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커리어 지원®

허용되는 사용 대상
현재 운영 중인 회원 클럽과 리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시각
효과를 위해 이 프로그램 로고와
상업적
제목을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라이선스를 있는 비배타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부여할 수
제한적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없음
배지, 장식용품, 그리고 리전 총회,
지구별 미팅, 워크숍, 기타
소롭티미스트 공식 활동을 위한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 또는
리전 사무용품, 웹사이트, 회보, 배너,
깃발,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교육 자료에 이
프로그램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그와 같은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롭티미스트 공식
자축 행사용 케이크 및 과자류의
장식용품으로 해당 프로그램 로고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사용상 제한 사항
허용되는 사용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품목에는 이
정책의 "사용상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제목 또는 로고는 SIA
본부에서 개발한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커리어 지원
커리큘럼 및 보조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기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커리어
지원은 SIA 의 대표적인 드림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제목은
'소롭티미스트'를 앞에 붙이고
축약되지 않은 정식 명칭으로 표시해야
하며, 처음 언급될 경우 단체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 등록 기호를
붙입니다(예: 소롭티미스트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커리어 지원®). 그
다음에는 "드림 잇, 비 잇"이라는 축약
형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소롭티미스트
엠블렘

®

현황
현재 사용
중

허용되는 사용 대상
소롭티미스트 엠블렘은 SIA 본부에서만
제공되는 공식 회원 핀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상업적
라이선스에 또한 국제 소롭티미스트 엠블렘은 영국
캠브리지에 본부를 둔 국제
부여할 수
소롭티미스트에서 발간했거나 국제
없음
소롭티미스트 소속으로 직위를
수행하는 소롭티미스트 회원이 작성한
자료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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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제한 사항
허용되는 사용
대상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한 SIA 에서의 기타
모든 사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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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 등록 마크 사용 정책
기타 등록 상표
SIA 는 마크가 새 로고 또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교체된 경우에도 마크 등록의 만료 시점까지는 해당 등록을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2007 년도 리브 유어 드림 캠페인 로고와 2012~2015 년도 LiveYourDream.org 로고 및
소셜 미디어 태그, 그리고 과거 프로그램 제목이었던 여성 기회 상이 포함됩니다. 이들 등록 상표, 또는
이들 마크의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문의처
로고는 SIA 웹사이트인 www.soroptimist.org 를 통해 .eps 와 .jpg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SIA 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1709 Spruce Street, Philadelphia, PA 19103‐6103 USA
전화 215‐893‐9000
팩스 215‐893‐5200
이메일 siahq@soroptim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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