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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 

경연대회 규정 
 

제반 경연대회 
1. 모든 경연대회는 국제대회에서 홍보위원회가 심사한다. 

 

2.  모든 경연대회 우승자는 국제대회에서 발표하고 라이온 지와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3.  3. 출품작은 국제협회 소유물이 되며 반환하지 않는다. 

국제협회는 출품작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부가 대회 종료 후 9월 1일까지 각 

수상자에게 상을 송부한다. 

 

5. 심사원은 결정은 번복하지 아니한다. 

 

I.  국제 뉴스레터(회보) 경연대회 

 수상: 1위 상장 
가작 4점에 표창장 

 

1. 모든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는 출품할 수 있다. (복합지구는 

출품할 수 없음) 상은 종목별로 수상한다. 

 

2. 클럽은 응모하는 회보 2부를 출품한다. 

 

3.  지구는 응모하는 회보 2부를 출품한다. 한 종류 이상 회보를 

발간하는 지구는 한 종류만 출품한다. (국제본부 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부가 접수한 최초의 자격을 구비한 지구회보 

경연대회 출품작만이 심사대상이 된다.) 

 

4. 출품하는 회보는 국제대회에서 심사하는 연도의 5월 1일까지 

국제본부 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부로 제출한다. 공식 

경연대회 출품 신청서를 첨부하여 출품한다. 클럽 및 지구가 

디지털 뉴스레터 또는 회보를 출품하려면 

이메일(PR@lionsclubs.org)로 전송한다.  다른 모든 마감일과 

조건이 적용된다. 

 

5. 회보는 내용, 지면배정, 디자인 및 인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II. 국제 웹사이트 경연대회 

 수상: 1위 상장 
 가작 2점에 표창장 

 

1. 모든 라이온스클럽, 지구 및 복합지구는 출품할 수 있다. 상은 

종목별로 수상한다. 

 

2. 참가하는 모든 클럽, 지구 및 복합지구는 경연대회 등록서에 

웹사이트의 URL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3. Entri출품하는 웹사이트는 심사하는 연도 5월 1일까지 

국제본부 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부( PR@lionsclubs.org)로 

제출한다. 공식 경연대회 출품 신청서를 첨부하여 출품하도록 

한다. 

 

4. 웹사이트는 내용과 디자인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뉴스레터(회보) 및 웹사이트 경연대회에 

출품작은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 

인쇄체로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응모자:                   라이온스클럽   지구               복합지구 

(동그라미로 표시) 
 

클럽명 (응모자가 클럽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_____________    
 

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________________________ 

URL (웹사이트의 경우):           
 

출품하는 경연대회:             뉴스레터(회보)                    웹사이트 

(동그라미로 표시) 
 

이름              
 
주소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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