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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세부 사항 및 지도 

국제라이온스협회 제104차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대회 퍼레이드 

2022년 6월 25일 - 퍼레이드 출발 오전 9시 

 

더글라스 알렉산더 국제회장 

프랭크 무어 전국제회장/대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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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간: 6월 23일 목요일 10:00 - 17:00, 6월 24일 금요일 10:00 - 17:00 

퍼레이드 참가 – 퍼레이드 경로는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를 따라 아름다운 몬트리올 도심을 지나갑니다. 

퍼레이드 행진 거리는 1마일 미만(약 1.4km)입니다. 

 
집결지 –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각 대표단의 이동 계획에 따라 일부는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에, 일부는 
맥케이(Mackay), 비숍(Bishop) 거리에 모이게 됩니다. 집결지에서 퍼레이드 관리 및 진행 요원이 지정된 색상의 집결 구역으로 
참가자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대회 셔틀 – 버스는 기 거리(Guy Street)와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의 교차로에서 하차합니다. 

밴드 버스 – 퍼레이드 진행요원이 달리 안내하지 않는 한 버스는 기 거리(Guy Street)와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의 교차로에서 하차합니다. 

전세 버스 – 모든 전세 버스는 국제협회에 등록하여 국제협회 공식 퍼레이드 국가 차량 표를 받아야만 행사장 내 하차 

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대표단은 2022년 5월 13일까지 최종 집계된 버스의 수를 국제협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장식 차량 – 장식 차량을 준비한 대표단은 2022년 5월 13일까지 국제협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퍼레이드 장식 차량은 

출발 약 2시간 전인 2022년 6월 25일 오전 7시에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와 맥케이, 비숍, 

크레센트(Mackay, Bishop, Crescent) 거리에 집결합니다(각 대표단의 이동 계획에 따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단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행진 방향 – 퍼레이드는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와 몽타뉴 거리(Rue de la Montagne)의 교차로에서 

시작됩니다. 퍼레이드 행진 거리는 1마일(약 1.4km) 미만입니다. 

심사/VIP 관람석 – 심사는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에 위치한 필립스 스퀘어(Philips Square)에서 
진행됩니다. 

주의: 심사석에서 특별 동작이나 공연을 하기 위해 퍼레이드 행렬의 진행을 멈추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참가단은 감점을 받습니다. 

퍼레이드 관람 - 집결지에서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개 관람은 퍼레이드 경로 중 생 캐서린 
거리(Sainte-Catherine Street) 전체와 몽타뉴 거리(Rue de la Montagne) 및 블뢰히 가(Rue de Bleury)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해산 구역 –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해산 구역 (블뢰히 가/Rue de Bleury)에 도착하면 퍼레이드 진행요원과 직원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회 셔틀버스 승차 지점 –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블뢰히 가(Rue de Bleury)에서 해산하여 버스가 정차할 팔레 데 
콩그레(Palais des congrés de Montréal) 몬트리올 컨벤션센터로 이동합니다. 

밴드 해산 구역 – 밴드는 퍼레이드가 끝나면 생 알렉산드르 거리(Rue Saint-Alexandre)에서 해산하며, 퍼레이드 진행요원 
및 직원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장식 차량 해산 구역 – 장식 차량은 생 알렉산드르 거리(Rue Saint-Alexandre)에서 해산하며, 퍼레이드 
진행요원/직원이 출구 도로로 안내합니다. 

응급 처치 -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구급 대원이 배치됩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나 퍼레이드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참가단 내 책임자를 선정하여 참가단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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