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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경연대회 절차 

제104차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대회 퍼레이드 

2022년 6월 25일 - 퍼레이드 출발 오전 9시 

 

더글라스 알렉산더 국제회장 

프랭크 무어 전국제회장/대회위원장 

퍼레이드 사무국: 팔레 데 콩그레 데 몬트리올(Palais des congrés de Montréal) ~ 비거 홀(Viger Hall) 

운영 시간: 6월 23일(목) 10:00 - 17:00, 6월 24일(금) 10:00 - 17:00 

 

 

퍼레이드 경연대회 절차 

경쟁 부문 참가단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부 대표단의 경계선 내에서 출전하는 참가단 

2부 대표단의 경계선 외부에서 고용한 참가단 

 

모든 경쟁 부문 참가단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비경쟁 부문 참가단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경쟁 부문은 자격을 갖춘 비회원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퍼레이드 노선을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 참가단이 심사석에 접근할 때 이를 알려줍니다. 

• 퍼레이드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우승한 라이온스 지구나 정지구에 상금을 수여합니다. 

• 경연대회 수상자는 2022년 6월 26일(일), 벨 센터(Bell Centre)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서 

발표됩니다. 

• 상금은 2022년 6월 26일(일) 또는 2022년 6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팔레 데 

콩그레 데 몬트리올 전시장에 마련된 국제본부 재정부 부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밴드 또는 장식 차량 등 모든 퍼레이드 관련 질문은 parade@lionsclubs.org로 연락 주십시오. 

 

 

 

지침 및 기준에 대해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mailto:parade@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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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퍼레이드 참가 신청서를 2022년 5월 13일까지 대회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쟁 부문 1부 

경쟁 부문 1부 참가단은 라이온들이 대표하는 지구의 경계 내에서 출전합니다. 

 

장식 차량 

상금    1위: US$1,500  2위: US$1,000 
 

지침 

• 퍼레이드 신청서와 함께 장식 차량의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합니다. 

• 주제는 라이온스의 목적이나 봉사활동, 애국 행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등으로 합니다. 장식 차량 당 

하나의 주제로 제한합니다. 

•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장식 차량에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장식 차량 위와 내부에 

사람이 위치할 곳의 사진이나 도면은 2022년 5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임원 후보자가 있는 대표단은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퍼레이드 참가단에 적절한 현수막과 상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퍼레이드 참가 자격을 상실합니다. 장식차 견인에 

사용되는 차량의 제조사나 소유주 등 모든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모든 장식 차량의 높이는 4미터(13피트)로 제한합니다. 장식 차량은 퍼레이드 집결지 및 해산 구역에서 

운행만 가능하다면, 길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차량의 너비는 3미터(9피트)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전체가 장식된 개인 차량은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경쟁 부문 또는 비경쟁 부문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까지 국제협회와 현지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은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퍼레이드 경로를 고려하여 현지 당국의 규제 지침을 따릅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모든 차량 및 트레일러의 소유주와 운전자는 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장식 차량 부문 점수 기준 

디자인 20 예술적인 독창성, 색 구성, 배치, 사용된 전체 공간과 관련된 

포인트 등으로 주의를 끌고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룸 

구성 20 자재, 기량, 글자 등. 

주제 20 디자인의 적절함; 국제대회, 라이온스 활동 또는 국가에 관한 

주제. 

전반적인 효과 40 아름다움, 관중의 반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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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고교밴드                              동일한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청소년 밴드 

상금    챔피언십 1위 상패 1위: US$800 2위: US$600 3위: US$400 

 

올스테이트 밴드                   대표단의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청소년 밴드 

상금    챔피언십 1위 상패 1위: US$1,000 2위: US$800 3위: US$600 

 
심사 
장식 차량 부문 점수 기준 

행진 및 동작 40 횡렬과 종렬의 일직선, 간격과 거리, 행진의 일관성, 정확성 

음악 40 음색 및 악기의 조화; 리듬 표현, 악기 균형, 음색, 부드러움과 

조절, 음량의 풍부함, 음조, 합주의 조화 

전반적인 효과 20 유니폼, 전반적인 외양, 단결력, 독창성, 입장과 퇴장, 드럼 

외양과 위치, 지휘봉의 정확성과 정밀성 

 

정확성 시범 

밴드나 행진단의 일원으로 깃발, 배너, 지휘봉 등을 사용하여 조화로운 동작을 선보이는 참가단.  

상금    1위: US$400 2위: US$300 

 
심사 
장식 차량 부문 점수 기준 

행진 및 동작 25 보조를 맞춘 발의 움직임 (회전 시), 다양성, 독창성, 실행력 

연주곡목 25 다양성, 복합성, 창의성 

정확성 및 타이밍 20 통일성, 유연성, 우아함. 

전반적인 효과 30 입장 및 퇴장, 쇼맨십, 관객의 반응, 유니폼 

 

경쟁 부문 2부 

경쟁 부문 2부 참가단은 라이온들이 대표하는 지구의 경계 외부에서 고용합니다. 

밴드    아마추어 고등학교 학생. 

상금    1위: US$500 2위: US$400 

심사              경쟁 부문 1부의 각 범주와 동일합니다. 

 

 

정확성 시범 

상금    1위: US$400 2위: US$300 

심사              경쟁 부문 1부의 각 범주와 동일합니다. 
 


	퍼레이드 경연대회 절차
	2022년 6월 25일 - 퍼레이드 출발 오전 9시
	작성된 퍼레이드 참가 신청서를 2022년 5월 13일까지 대회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식 차량
	심사
	밴드
	심사
	심사
	밴드    아마추어 고등학교 학생. 상금    1위: US$500 2위: US$400 심사              경쟁 부문 1부의 각 범주와 동일합니다.
	정확성 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