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로타리 공식 한국어 블로그 기고 안내 

로타리 보이스(Rotary Voices) 한국어판은 한국의 로타리안, 로타랙터, 인터랙터, 파트너 단체 회원, 직원, 

그리고 로타리와 뜻을 함께 하는 후원자들이 로타리 활동의 보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로타리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 있었다면, 누구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자신의 스토리를 기고할 수 있습니다. 

게재될 수 있는 글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타리를 통해 연결되어 국내외 지역사회 개선에 나서게 된 개인적 스토리 

• 로타리 회원과 비회원을 막론하고 로타리와 함께한 기억에 남는 경험담  

• 소아마비 퇴치 부문(전국 면역의 날 참여 등)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 로타랙터, 기타 로타리 

가족 스토리 

• 소아마비 극복 스토리  

•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재단 프로그램 전 참가자, 평화 펠로우, 직업연수팀 멤버들의 스토리  

• 평화 증진, 질병 퇴치, 식수 공급 및 위생, 모자보건 향상, 문해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이 전하는 최신 정보  

• 소아마비 퇴치를 비롯한 로타리의 인도주의 활동을 후원하는 기부자들의 스토리 

• 스토리를 담고 있거나 보강해 주는 사진, 동영상, 슬라이드쇼(사진이나 동영상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고자를 위한 팁 

1,000자 이내의 글을 globalcommunications@rotary.org으로 이메일해 주세요(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일부 편집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인칭의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문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듯이 쓰고, 반드시 스토리에 담긴 경험을 통해 깨닫거나 느낀 점을 

포함시키세요. 이 밖에도 기고자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1.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첫 문단, 심지어 첫 1~2개 문장에서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첫머리에 넣으세요. 흥미로운 에피소드나 인용도 

효과적입니다. 

2. 간결한 문장과 짧은 문단으로 구성한다. 한 문장에 하나의 간단한 생각을 담으세요. 그리고 일반 

글과는 달리 문단도 짧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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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많은 의사들이 X 제품을 추천했다”는 모호한 표현보다는“국내 소아과 의사의 

97%가 X 제품을 추천했다”로 쓰는 것이 독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4. 단순한 단어를 사용한다. 블로그의 목적은 소통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영어나 한자어, 지나치게 전문적인 표현 등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5. 로타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를 피한다. 이 블로그는 로타리 가족들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로타리의 봉사 스토리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연린 장이기도 합니다. DGE, DDF, 

RPIC 등 비로타리안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약어는 피해야 합니다.  

6. 링크를 사용한다. 링크를 삽입하면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자원에 대한 링크를 추가함으로써 글쓴이의 요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7.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댓글에 답한다. 블로그 글을 마무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질문이나 코멘트에 답해 함께 소통하며 교감을 이루어 나가세요.  

8. 모든 글이 수록될 수 없음을 기억한다. 모든 로타리 가족 구성원의 글을 환영하지만, 투고된 글을 

게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