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국제 퍼레이드 
자주 묻는 질문 

1. 국제 퍼레이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퍼레이드 규칙 및 규정은 다음 링크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cicon.lionsclubs.org/experience/parade-of-nations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나요? 
답변: 아니오.  복합지구 또는 단일지구 단위로 등록해야 합니다. 복합지구 의장 또는 단일지구 총재가 
퍼레이드 전체 대표단을 등록하고 퍼레이드 의상, 밴드 및 장식차량에 대해 조율합니다. 퍼레이드에 
대표단으로 참여하기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복합지구 의장 또는 지구총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퍼레이드 경로는 밀라노 도심을 통과하며 때때로 자갈길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길이 
고르지 않고 바닥 표면이 거칠 수 있습니다. 걷기에 적합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3. 퍼레이드 경로에 화장실이 있나요? 
답변: 예,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화장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4. 대회에 등록하지 않고 퍼레이드에 대표단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제퍼레이드에 참여하려면 개인별로 국제대회에 등록하고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 공식 
명찰을 패용해야 합니다. 
 

5. 우천 시, 퍼레이드가 취소되나요? 
답변: 퍼레이드는 우천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됩니다. 다만 최악의 기상 상태에서는 퍼레이드가 취소됩니다. 
기상 상태가 매우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현지 재난관리청이 퍼레이드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이온들은 대표단 단장과 소셜 미디어 및 협회 공식 호텔을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6. 대표단이 퍼레이드를 위해 밴드를 고용하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준비위원회 퍼레이드 위원장은 밴드와 대표단 사이의 연락을 담당합니다. 퍼레이드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토니오 갈리아노(Antonio Galliano) – Antonio.galliano.live@gmail.com 
2. 월터 밀리오레(Walter Migliore) – walter@migliore.pro 

 
7. 퍼레이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준비위원회 자원봉사 위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1. 가브리엘라 가스탈디(Gabriella Gastaldi) – ggastaldi@virgilio.it 
2. 알렉산드로 마스트로릴리(Alessandro Mastrorilli) – mastrorilli@alice.it 

 
8. 퍼레이드에 동물과 함께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도시마다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동물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parade@lionsclubs.org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호텔에서 퍼레이드 출발지까지 셔틀이 제공되나요? 
답변: 예, 협회 공식 호텔의 투숙객을 위해 셔틀이 제공됩니다. 셔틀 노선은 국제대회 프로그램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10. 제가 투숙하는 호텔로 돌아오는 셔틀이 있나요? 
답변: 퍼레이드 참가자들을 위해 해산 장소에서 MiCo 컨벤션 센터까지 셔틀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MiCo 컨벤션 센터에서 협회 공식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lcicon.lionsclubs.org/experience/parade-of-nations
mailto:Antonio.galliano.live@gmail.com
mailto:walter@migliore.pro
mailto:ggastaldi@virgilio.it
mailto:mastrorilli@alice.it
mailto:parade@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