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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의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한 "S" 로고 사용  
 

SIA 리전, 클럽, 회원들은 SIA의 인지도를 높여 달라는 바람을 우리에게 전해 
왔습니다. 인지도 증대를 위한 핵심 방안은 조직 전체에서 일관된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SIA는 회원 모집, 기업 후원 유치, 우리 단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시각적 표식(로고, 로고타입, 글자체, 색상 등)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우리 SIA 이사회에서는 2017년 1월 미팅에서 우리의 브랜딩 
노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SIA 리전, 클럽, 회원들이 SI 엠블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사실, 지난 2003-2004년도에 SIA에서 이미 SI 엠블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 마케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 SI 엠블렘이 
구식인 데다가 백인 여성이 양팔을 들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문화적 배려가 
결여되었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후 SIA는 그래픽 아트 전문가에게 "S" 로고 
디자인을 의뢰했고 연맹 전체에 걸쳐 새 로고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여러 리전, 클럽, 그리고 회원들이 이 "S" 로고를 채택했지만, 아직도 SI 
엠블렘을 주요 시각적 정체성 표식으로 사용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SIA의 브랜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SI 엠블렘이 
표시된 모든 자료 및 제품을 SIA의 "S" 로고가 달린 자료 및 제품으로 교체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사이트, 뉴스레터, 도로 간판, 깃발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 디지털 자료,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SIA에서는 회원들이 SI와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엠블렘 핀을 착용함으로써 
그 유대감을 대상으로 느끼는 자부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SIA에서는 개별 회원들이 구 SI 엠블렘 핀을 계속 착용하는지를 일일이 감시할 

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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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SIA에서는 여러분께서 특히 대중 앞에 나설 
때(소롭티미스트 행사 이외의 자리) "S" 로고 주얼리를 착용해 주셔서 SIA의 
원대한 브랜딩 목표 실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SIA에서는 "S" 로고가 표시된 다양한 핀을 아래 SIA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oroptimist.org/rise/Store. 또한 현재 새 핀 디자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정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귀 
조직의 지도부 또는 SIA 본부(siahg@soroptimist.org)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bit.ly/emblem-
logo-faq  그리고 SIA 웹사이트에 개시된 다양한 인지도 제고 도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optimist.org/members/publicawareness/publicawareness
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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