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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규정 및 공식 퍼레이드 절차

제102차 국제대회 퍼레이드
이탈리아 밀라노

2019년 7월 6일 (토) - 퍼레이드 출발 9:00 A.M.

구드런 잉봐도티어 조셉 로블레스키, 전국제회장 
국제회장    대회위원회 위원장

퍼레이드 사무국:  장소: MiCo - Milano Congressi

7월 4일 (목)  10:00 a.m. - 5:00 p.m. 7월 5일 (금)  10:00 a.m. - 5:00 p.m. 

퍼레이드 참가
•  퍼레이드 신청서 (7, 8페이지 참고)는 2019년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참가단은 7월 5일(금) 오후 5시 이전까지 MiCo - Milano Congressi의 퍼레이드 사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퍼레이드 경로는 아름다운 역사적 건축물들을 통과하여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까지 진행됩니다. 퍼레이드 경로는 약 1마일 (1.6 

킬로미터) 가량입니다. 
•  모든 퍼레이드 참가자는 국제대회에 등록해야 하며 국제대회 공식 명찰과 퍼레이드 리본을 패용해야 합니다.
•  퍼레이드 참가는 라이온스 복합지구, 정지구 또는 단일지구로 제한됩니다.

퍼레이드 규정

•  경쟁부문 수상은 비전문 참가단에게만 해당됩니다. 경쟁부문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신청서를 2019년 6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  모든 지구는 복합지구 내 정지구 수 만큼만 장식차량, 밴드부, 정확성 시범부를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  2019년 6월 1일 이전에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가 받지 않은 자동차/기타 차량은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소지해야합니다. 장식차량은 3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증빙서류가 요구되며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협회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무인 항공 시스템, 무인 항공기, 드론, 기타 비행장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장식차량 또는 퍼레이드 참가 단원이 물품을 살포 또는 배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퍼레이드 임원은 집결지에서 또는 행진 도중, 

장식차량이나 참가단원을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퍼레이드 도중 행진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행위 또는 캠페인 전단지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참가단에게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퍼레이드 경로에서 대표단 간의 간격은 25피트 (7.6미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진은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 

동작은 퍼레이드가 공식적으로 멈춰진 시간에만 허용됩니다. 앞 참가단과 25피트 (7.6 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행진하는  참가단은 
퍼레이드를 지연시키게 되어 실격되거나 행진 대열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퍼레이드 임원 및 경찰에 협조합니다.

•  동원되는 모든 동물은 퍼레이드 신청서를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참가단은 집결지, 퍼레이드 경로, 해산 구역에서 동물이 이동한 
노선의 거리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제출하는 퍼레이드 신청서 상에 서면으로 이 작업에 대해 확약해야 합니다. 목줄을 매거나 우리에 가둔 
동물은 대중에게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여 출전을 금합니다.

•  국제협회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참가단이나 개인은 퍼레이드 임원이 즉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참가단의 책임자는 집결지 및 해산 구역에서 폐기물을 쓰레기통에 제대로 투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참가단의 책임자는 질서를 유지하고, 퍼레이드 임원이나 경찰이 요구하는 사항에 즉각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퍼레이드에서 퇴장당하게 됩니다.
•  이탈리아 라이온스 호스트 위원회는 모든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제공합니다. 퍼레이드에서 유리와 금속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밀라노 시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퍼레이드 장소에 지참할 수 없습니다. 퍼레이드에서 행진할 예정인 모든 
참가자들은 시 당국의 요구에 따라 국제대회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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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경로

집결지 –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Bastioni di Porta Venezia와 Via San Damiano 사이의 Corso Venezia에 집결합니다.  집결지에서 퍼레이드 
관리 및 진행 요원이 지정된 색상의 집결구역으로 참가자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대회 셔틀 - 버스는 Bastioni di Porta Venezia 근처에서 하차합니다.

밴드 버스 – 퍼레이드 진행요원이 달리 안내하지 않는 한 버스는 Via Marina 근처에서 하차합니다.  

개별 전세버스 – 모든 전세버스는 협회 공식 운송 관리 회사에 등록하여 집결지와 해산구역으로 입장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장식 차량 - 모든 장식 차량은 퍼레이드 출발 1시간 전인 오전 8시에 Via Marina에서 집결합니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가단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행진 방향 – 퍼레이드는 Corso Venezia와 Via San Damiano의 교차로에서 시작되어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진행됩니다. 퍼레이드 경로는 1
마일 (1.6 킬로미터)입니다.   

심사/VIP 관람석 - 심사석은 Corso Vittorio Emanuele II와 Via San Paolo 코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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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레이드 관람 - 집결지에서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퍼레이드 경로의 Corso Venezia에서 두오모 광장(Piazza 
Duomo)에 이르기까지 경치가 훌륭합니다.

해산 구역 - 행진단이 해산 지점에 도착하면 퍼레이드 진행요원/직원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회 셔틀버스 승차 지점 – 버스는 Via Larga를 따라 운행됩니다. 모든 버스는 MiCo 컨벤션센터로 돌아옵니다.

밴드 해산 구역  – 밴드는 퍼레이드가 끝나면 두오모 광장(Piazza del Duomo)을 지나 퍼레이드 진행요원/직원의 안내를 받아 해산합니다.

장식 차량 해산 구역 – 장식차량은 퍼레이드가 끝나면 두오모 광장(Piazza del Duomo)을 지나 퍼레이드 진행요원/직원의 안내를 받아 
해산합니다.

응급 처치 -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구급대원이 배치됩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나 퍼레이드 임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참가단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참가단 책임자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연대회 절차
모든 경쟁 부문은  2개 종목으로 나뉩니다:

모든 경쟁 부문 참가단은 7 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비경쟁 부문 참가단은 8 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경쟁 부문은 자격을 갖춘 비회원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퍼레이드 노선을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 참가단이 심사석에 접근 할 때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퍼레이드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우승한 라이온스 지구에 상을 수여합니다.
•  경연대회 수상자는 2019년 7월 1일 (일), MiCo-Milano Congressi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상금은 2019년 7월 7일(일) 또는 2019년 7월 8일(월),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MiCo에 마련된 국제본부 재정부 부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밴드 또는 장식 차량을 포함한 모든 퍼레이드 관련 질문은 parade@lionsclub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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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대표단의 경계선 내에서 출전하는 참가단

2부 대표단의 경계선 외부에서 고용한 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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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참가 신청서를 2019년 6월 1일까지 대회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쟁 부문 I부  
경쟁 부문 I부는 라이온들이 대표하는 지구의 경계 내에서 출전합니다.

장식 차량 
상금:  1위:  $1,500   2위:  $1,000

•  퍼레이드 신청서와 함께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합니다.
•  주제는 라이온스의 목적이나 봉사활동, 애국 행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등으로 합니다. 장식 차량 당 하나의 주제로 제한합니다.
•  장식 차량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장식 차량에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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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 차량은 자동차 제조사나 소유주 등 모든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모든 장식 차량의 높이는 12피트 (3.65 미터)로 제한합니다. 장식 차량이 퍼레이드 집결지 및 해산 구역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면, 차량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차량의 너비는 고속도로 트레일러의 최대 폭으로 제한합니다.
•   전체가 장식된 개인 차량만 허용되며,  부분적으로 장식된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쟁 부문 또는 비경쟁 부문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 및 트레일러의 소유주와 운전자는 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밴드

고교밴드 동일한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청소년 밴드
상금 챔피언십 1위 상금   1위:  $800      2위:  $600      3위:  $400

올스테이트 밴드   대표단 지역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청소년 밴드
상금 챔피언십 1위 상금   1위:  $1,000     2위:  $800     3위:  $600

심사
정확성 시범

심사항목 점수 기준

디자인 20
예술적인 독창성, 색상, 배치, 사용된 전체 공간과 관련된 포인트 등으로 주의를 끌고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룸

구성 20 준비물, 기량, 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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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효과 40 아름다움, 관중의 반응 등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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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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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나 행진단의 일부로 깃발, 배너, 지휘봉을 이용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금:  1위:  $400   2위:  $300

심사
유니폼 착용 참가단

참가단은 독특한 의상, 유니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여 라이온스, 지역 또는 국가의 소속을 나타내야 합니다.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하거나 
퍼레이드 진행을 방해할 경우 참가단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금:  1위:  $700 2위:  $500 3위:  $400

심사

경쟁 부문 2부

경쟁 부문 2부는 라이온들이 대표하는 지구의 경계 외부에서 고용한 참가단입니다.

밴드
아마추어 고등학교 학생

상금:  1위:  $500      2위:  $400

심사:
경쟁 부문 1부의 각 범주와 동일합니다.

정확성 시범
상금:  1위:  $400      2위:  $300

심사:
경쟁 부문 1부의 각 범주와 동일합니다.

심사항목 점수 기준

행진 및 동작 25 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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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점수 기준

의상 50 디자인 및 독창성

행진
공연

50 정확성 및 자세, 품행 및 독창성



Via Sant Andrea

Via Monte Napoleone

Via A. Manzoni

Via Santa Margherita

Via A. Manzoni

Piazza Duomo

Piazza Duomo Via San Paolo

Via Torino

Via Larga

Corso Europa
Via Durini

Corso Giacomo Matteotti

Corso di Porta Vittoria

Via Filippo Corridoni

Via P. Mascagni

Via Passione
Via Bellini

Corso Vittorio Emanuele II

Via dei Giardini
Via Monte di Pietà

Via F. Turati

Via Palestro
Via Palestro

Corso Venezia

Corso Venezia

Corso Venezia

Bastioni di Porta Venezia

Viale Luigi Majno

Viale Piave
Viale Bianca Maria

Viale Premuda

Giardini Pubblici
Indro Montanelli

Via Cappuccini

Corso Monforte

Via Mozart

Via Senato

Via dell’Annunciata

Via San Damiano
Via Umberto Visconti di Modrone Via Marina

Via Boschetti

Via Marina

Shuttle to M
iCo

Parade End
Bands and
Floats Exit

Judges Stand
VIP Stands
Review

ing 
Stands

Disband Area

Band Staging

Float Staging

Drop Off Zone

Parade
Start

Assembly

Assembly

Piazza
Filippo Meda

P.zza
San babila

Via S. Clemente

Piazza
Della Scala

Via Marconi

Via Palazzo Re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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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밀라노 국제대회 퍼레이드 행진 순서 

2019 년 7 월 6 일 토요일 - 행진 개시 오전 9:00 
 

집합 시간: 오전 8:00 

A. 기수단 

B. 선두 밴드 

C. 국제 임원 가족 

D. 전 세계의 레오 

E. 청소년 캠프 및 교환 프로그램 

 

국제 임원 – 오전 8:30 

국제회장 부부 

직전회장 부부 

제1 부회장 부부 

제2 부회장 부부 

제3 부회장 부부 

전국제회장 

2년차 국제이사 

1년차 국제이사 

 

집합 시간: 오전 8:00 

1. 스칸디나비아: 올란드 제도/   

     덴마크/페로 제도/핀란드/   

     그린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2. 인도 

3. 대한민국 

4. 조지아 주 

5. 미네소타 주/매니토바 주/웨스턴 온타리오 주  

        (5M 복합지구) 

 

대표단 행진 순서 

 

집합 시간: 오전 8:30 

  미국 

  6. 와이오밍 주 

  7. 위스콘신 주 

  8. 웨스트버지니아 주 

  9. 버지니아 주 

10. 유타 주 

11. 텍사스 주 

12. 테네시 주 

13.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14. 펜실베니아 주 

15. 오리건 주/북캘리포니아 (36 복합지구) 

16. 오클라호마 주 

17. 오하이오 주 

18. 노스캐롤라이나 주 

19. 뉴욕 주/버뮤다 (20 복합지구) 

20. 뉴멕시코 주 

21. 뉴저지 주 

22. 뉴잉글랜드: 코네티컷 주/매사추세츠 주/  

        메인 주/뉴햄프셔 주/로드아일랜드 주/ 

        버몬트 주 

23. 네바다 주 

24. 네브라스카 주 

25. 몬태나 주 

26. 미주리 주 

27. 미시시피 주 

28. 미시간 주 (10 복합지구 & 11 단일지구) 

29. 루이지애나 주 

30. 켄터키 주 

31. 캔자스 주 

32. 아이오와 주 

33. 인디애나 주 

34. 일리노이 주 

35. 아이다호 주/오레건 주 (39 복합지구) 

36. 하와이 

37. 플로리다 주/바하마/아루바/보네어/퀴라소 

38. 델라웨어 주/워싱턴 D.C./메릴랜드 주  

       (22 복합지구) 

39. 콜로라도 주 

40. 캘리포니아 주 

41. 알칸사 주 

42. 애리조나 주 

43. 앨라배마 주 
 

 

집합 시간: 오전 9:00 

44. 워싱턴 주/브리티시콜롬비아 주/북부 아이다호 

      (19 복합지구) 

45. 노스다코타 주/사우스다코타 주/서스캐처원 주  

       (5 복합지구) 

46. 알래스카 주/북서부 연방직할지/유콘 준주  

       (49 복합지구) 

캐나다 

 47. 캐나다 - 퀘벡/생피에르 미클롱 아일랜드 

 48. 캐나다 - 온타리오 

 49. 캐나다 - 뉴브런즈윅 주/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노바스코샤 주/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50. 캐나다– 알버타 

51. 베네수엘라 

52. 우루과이 

53. 아랍 에미리트 

54. 우크라이나 

55. 터키 

56. 동티모르 

57. 태국 

58. MD300 대만 

59. 타히티 섬 

60. 스위스/리히텐슈타인 (102 복합지구) 

61. 스리랑카 

62. 스페인 

63. 슬로베니아  

64. 세르비아 

65. 러시아 

66. 루마니아 

67. 푸에르토리코 

 

집합 시간: 오전 9:30 

68. 안도라 

69. 포르투갈 

70. 폴란드 

71. 핀리핀 

72. 페루 

73. 파라과이 

74. 파키스탄 

75. 뉴질랜드/미국령 사모아/피지/   

         통가/서부 사모아 (202 복합지구) 

76. 네델란드 

77. 네팔 

78. 미얀마연방공화국 

79. 몬테네그로 공화국 

80. 몽골  

81. 모나코 

82. 몰도바 공화국 

83. 멕시코 

84. 몰타 

85. 몰디브 공화국 

86. 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폴 (308 복합지구) 

87. 룩셈부르크 

88. 리투아니아 

89. 레바논/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90. 라트비아 공화국 

 

집합 시간: 오전 9:45 

91. 라오스 

92.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93. 코소보 공화국 

94. 카자흐스탄 

95. 일본 (330-337 복합지구) 

96. 이스라엘  

97. 아일랜드 

98. 인도네이사  

99. 헝가리 

100. 아이티  

101. 괌/마셜 제도/마이크로네시아/팔라우  

      (204 지구) 

102. 그리스/사이프러스 (117 복합지구) 

103. 지브롤터  

104. 독일 

105. 조지아 공화국 

106. 마케도니아 

107. 프랑스령 가이아나/과델로프/말티니크/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 63 지구) 

108. 프랑스/뉴칼레도니아/바누아투 

109. 에스토니아 

110. 에콰도르 

111. 도미니카 공화국 (R 복합지구) 

 

집합 시간: 오전 10:00 

112.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  

        ( 122 지구) 

113.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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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콜롬비아 

115. 중국 (303 지구 홍콩/마카오 포함) 

116. 칠레 

117.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D 복합지구) 

118. 캄보디아 

119. 불가리아 

120. 브리튼 제도(105 복합지구) 

121. 브라질 

12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23. 보헤미아 

124. 부탄 

 

집합 시간: 오전 10:30 

125. 벨리즈 

126. 벨기에 

127. 벨라루스 

128. 방글라데시 공화국 

129.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130. 오스트리아 

131. 호주/노포크 아일랜드/파푸아뉴기니 

      (201 복합지구) 

132. 아르메니아 

133. 아르헨티나 

134.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케이맨제도/  

      도미니카 연방/그레나다/가이아나/자메이카/  

      몬세라트/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60 복합지구) 

135. 알바니아 

아프리카 연합 

136. 짐바브웨/보츠와나/말라위/모잠비크  

      (412 복합지구) 

137. 잠비아 (413 지구) 

138. 튀니지 (414 지구) 

139. 남수단 공화국  

140. 남아프리카 공화국/나미비아/스와질란드 (410 

복합지구) 

141. 소말리아 

142. 상투메 프린시페 공화국  

143. 나이지리아 (404 복합지구) 

144. 모로코 (416 지구) 

145. 케냐/우간다/탄자니아/에티오피아/세이셸  

      (411 복합지구) 

146. 이집트 ( 352 지구) 

147.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공화국  

      브룬디 ( 409 지구) 

148. 베닌/부르키나 파소/카메룬/  

      카보베르데/중앙아프리카 공화국/차드/    

      코모로 제도/콩고/드지보우티/ 

      가봉/감비아/가나/기니/  

      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리/  

      모리타니아/모리셔스/마요트/니제르/  

      리유니온/세네갈/토고 (403 복합지구) 

149. 앙골라 

150. 알제리아 ( 415 지구) 

151.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집합 시간: 오전 11:00 

152. 바티칸 시국 

153. 산마리노 공화국 

154.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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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문 참가 신청서
경쟁 종목은 퍼레이드 규정 3, 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2019년 6월 1일까지 국제본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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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종목에 표시하십시오 :

q 장식 차량   q 고교 밴드   q 올스테이트 밴드   q 정확성 시범   q 유니폼 착용 대표단

출전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신청서는 종목 당 한 부씩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서 제출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책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니폼/특별 복장/장식차량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쟁 부문 2부 – 라이온들이 대표하는 지구의 경계 외부에서 고용한 참가단입니다. 

해당 종목에 표시하십시오 :

q 밴드  q 정확성 시범

지구/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서 제출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드 책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니폼/특별 복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퍼레이드 패킷을 받기 위해 퍼레이드 사무국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회 공식 책임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경연대회 참가단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단이 입상할 경우

수표 수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신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서 제출처: LIONS CLUBS INTERNATIONAL - CONVENTION DIVISION
300 West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문의처:  전화:  +1 630-468-6761   팩스:  +1 630-571-1689   
이메일: parade@lionsclubs.org   Facebook.com/LC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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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 부문 참가 신청서

경쟁 종목에 참가하지 않는 라이온스 참가단. 작성한 신청서는 2019년 6월 1일까지 국제본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자체로 기재합니다. 신청서는 종목 당 한 부씩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회 공식 책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대회 호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서 제출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말이나 개를 동반하는 참가단

지구/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결지, 퍼레이드 경로, 해산 구역에서 동물이 이동한 후 즉시 거리청소를 실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대회 호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서 제출처:  LIONS CLUBS INTERNATIONAL - CONVENTION DIVISION
300 West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문의처:  전화:  +1 630-468-6761   팩스:  +1 630-571-1689   
이메일: parade@lionsclubs.org   Facebook.com/LC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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