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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퍼레이드 규칙, 규정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요건  

제103차 국제대회 - 원격 국가별 퍼레이드 

6월 26일(토), (시간: 추후 공지) 

최중열 국제회장 

조셉 로블레스키 전 국제회장 겸 대회위원장 

원격 퍼레이드 참가 

• 첨부된 안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지침 및 우수 사례들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및 정보 안내서를 수령/승인하는 즉시, 국제협회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 2021년 4월 15일까지 퍼레이드 신청서, 정보 안내서(본 서식에 포함) 및 동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정보 안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퍼레이드 참가는 라이온스 복합지구, 정지구 또는 단일지구로 제한됩니다. 
 

퍼레이드 동영상 제작 관련 요건 

• 동영상은 20초 이상, 1분 미만이어야 합니다. 퍼레이드를 시작하기 몇 초 전부터 녹화를 시작하여 동영상이 완료된 후 몇 

초동안 계속 녹화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동영상 내용에 ‘다양하고 친절한 라이온’이라는 국제회장 표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은 실제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처럼 대표단 행진이나 춤을 보여주어야 하며 음악이나 응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왼쪽으로 들어와 오른쪽으로 나와야 합니다. 대표단 측면이 아닌 정면에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전화기를 세로 방향 대신 가로 방향으로 들고 촬영해야 하며 수평 프레임을 권장합니다.  

• 원한다면 동영상에 장식 차량 또는 장식 배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 동영상은 조명이 밝고 화질이 우수해야 하며 가급적 야외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 동영상 출품작은 복합지구/단일지구 배너, 전통 의상 또는 복합지구/단일지구 유니폼을 입은 회원들의 모습, 

시/도/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배경을 담아야 합니다.  

• 대표단은 코로나19 규제와 관련된 현지 법규 및 모든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제협회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참가단이나 개인은 담당자가 즉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동영상은 제출과 동시에 국제협회의 소유가 되며 제출자는 해당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협회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필요에 따라 모든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격 퍼레이드 규칙 및 규정 

• 경쟁부문 수상은 비전문 참가단에게만 해당되며 경쟁부문 경연 대회에 참가하려면 2021년 4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모든 지구는 복합지구 내 정지구 수만큼 동영상 작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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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연 대회 우승자는 2021년 6월 29일(화) 폐회식에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 국제협회에서 경연 대회 우승자에게 연락드리며 상금은 추후에 우송됩니다.  
 

퍼레이드 관련 문의는 parade@lionsclubs.org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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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출품작 심사: 

 
대표단 및/또는 밴드는 수상을 위해 경쟁하게 되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승자는 2021년 6월 29일(화) 

폐회식에서 발표됩니다. 

  
 

심사 부문 심사 기준 

주제 국제회장 표제, ‘다양하고 친절한 라이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작품 

안무 무용 및 춤 

독창적인 음악 노래 또는 연주 음악 

의상 동영상 촬영 시 착용한 의상 또는 복합지구 유니폼 

미술/세트 디자인 동영상 출품작의 창의성 

장소 문화적으로 의의가 있는 명소에서 촬영한 최고의 장면 

 

대표단 상금: 1위 $1,500  2위 $750  3위 $500 

밴드 상금: 1위 $1,500  2위 $750  3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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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문 동영상 경연 대회 정보 안내서 

작성한 정보 안내서는 2021년 4월 15일까지 국제협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국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영상 출연 인원:  ___________    행진 순서(행진 문서 참조) _____________ 

 

대표단 내 모든 임원 명단 (전국제회장(임기), 국제이사(임기), 전국제이사(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영상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단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이름(해당되는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격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밴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밴드 기량, 수상, 밴드 멤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퍼레이드에서 연주할 곡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식 차량 이름 (해당되는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장식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주제, 차량의 역사 또는 공유하고 싶은 기타 정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서 제출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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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문 동영상 경연 대회 참가 신청서 
 

작성한 신청서는 2021년 4월 15일까지 국제협회로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단 출전 부문을 표시하세요: 

___ 주제  ___ 안무  ___ 음악 

 

___ 의상  ___미술/세트 디자인 ___장소 

 

 

상기 출전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정자체로 기재합니다. 신청서는 종목 당 한 부씩 제출하며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국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퍼레이드 참가 인원 ___________   

 

신청서 제출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인원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책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니폼/특별 복장/장식차량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상할 경우: 

 

수표 수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송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도/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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