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제16회 부산국제연극제 외국인홍보대사 모집 공고

The 16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recruiting Foreign Ambassador

제16회 부산국제연극제 외국인 홍보대사 모집

Spring Festival in Busan which is the city of water and cool sea and passion. In 2019, we
recruit foreigner promotion ambassadors for the 16th annual Busan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s Festival. We are waiting for you to share our experience of international events and
beautiful memories with you as ambassador.

시원한 바다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물의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봄의 축제! 2019년 제16회 부산국제
연극제와 함께할 외국인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초청공연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행사
의 얼굴이 되어 색다른 국제 행사 경험과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9 16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s Festival
▶Event Name 행사명
2019년 제16회 부산국제연극제
17(FRI)/ 05/ 2019~26(SUN)/ 05/ 2019
▶Event Dates 행사기간
2019년 5월 17일(금)~5월 26일(일)

Busan
▶Event Venue 행사장소

Cinema

Center,

KNN

Theater,

Suyeong-gu

Cultural Center, around the Centum City
영화의전당, KNN시어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센텀시티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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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모집대상

1) Anyone who lives in Busan is eligible for participation.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2) Anyone who is punctual and responsible.
시간 엄수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실 성실한 분.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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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and content 활동기간 및 내용

1) (FRI)17.05.2019~(SUN)26.05.2019 Activities for ‘Busan Cinema Center Haneulyeon Theatre’
and ‘KNN Theater’ performances during the period.
2019.5.17(금)~5.26(일) 기간 중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KNN시어터 공연에 한해 활동.
*14 performances will be run by 6 foreign ambassadors during 10days of festival.
10일간의 행사 중 14회의 공연을 6명의 외국인 홍보대사들이 나눠서 활동.
(2~3 activities for one person. will be placed on available schedule.)
(1인당 2~3회 활동. 가능한 스케줄에 배치.)
2) Introduction about simple performance information and etiquette by Mother tongue and
Korean before the performance starts. (Script Provided)
공연 시작 전 자국어와 한국어로 간단한 공연 소개 및 에티켓 안내 (대본 지급).
3) Arrive at the theater by 60 minutes before performance.
공연 60분 전까지 공연장에 도착하여 대기.
→ After the rehearsal of the performance team, the foreign ambassadors will have rehearsal.
공연팀의 공연 리허설이 끝나고 난 뒤 외국인 홍보대사 리허설 진행.
4) Ambassador education and Launching ceremony are mandatory.
홍보대사 교육 및 발대식 필수 참가
*(SAT)11.05.2019 13:00pm~18:00pm

/ 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2019.5.11.(토) 13:00~18:00 /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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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Benefits 활동 혜택

1) ID card issuance (Free admission to one person or with two).
ID 카드 발급 (동반 1인까지 무료관람 가능).
2) Official uniforms and gifts offer.
공식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3) Program books offer.
프로그램 북 제공.
4) Confer a certificate of appointment from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President(Mayor of Busan).
조직위원장(부산광역시장)명의 임명장 수여.
5) The participation certificate offer through Volunteer Portal(Sign up needed on the site).
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봉사시간이 명시 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발급(회원가입 필요).
6) Pays for volunteer work offered depending on activity hours.
활동시간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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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지원 방법

1) Application period:
지원기간:

(MON)25. 03. 2019~(SUN)31. 03. 2019.

2019. 3. 25(월)~3. 31(일)

2) Send E-mail bipaf@bipaf.org with a simple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check availability on
an attached file.
간단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부파일의 스케줄 체크 후 부산국제연극제 공식 메일 주소
(bipaf@bipaf.org)로 메일링.
3) The following information must be entered in the self introduction letter.
자기소개서에는 아래 정보가 기입되어야 함.
- Name, Contact, Nationality, E-mail address, Picture for ID card.
이름, 연락처, 국적, 메일주소, ID카드 발급을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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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문의

BIPAF Events Staff 부산국제연극제 행사운영팀
Jong Yujin 정유진
Tel. 070-8672-9342
E-mail. bipaf@bipaf.org

ex)passport picture

ex)여권사진

첨부 2. 부산국제연극제 외국인홍보대사 활동사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