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the 32nd April Spring Friendship Art Festiva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022 년 4 월 10 일―20 일
April 10-20, 2022 Pyongyang, DPR Korea

1. 예술단체자료 Information of Art Troupe
단체명 Name of Art Troupe:
창립날자 Foundation date:

지휘성원 Leading Member:

총인원 Total Number of Members:
그중 Among all:
분류 Classification

인원수 Number of members

남자 Male
녀자 Female
기악연주가 Instrumentalist
성악배우 Vocalist
무용배우 Dancer
교예배우 Acrobat
국제콩클수상자 International Prizewinner
국내콩클수상자 National Prizewinner

련계주소 Contact Address:
전화번호 Tel:
전자우편주소 E-mail:
기타 Others:

2. 출연하려는 공연종목과 시간 Repertoire and Duration
№

제목 Title

시간 Duration

№

제목 Title

시간 Duration

3. 첨부할 문건 Documents to be attached
다음의 자료들을 2022 년 1 월 31 일까지 축전조직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Please submit the following to the ASFAF Organizing Committee not later than January 31, 2022.
1. 예술단체연혁자료 Brief history of Art troupe
2. 선전용 사진(5184PX 원본화일) 10 매(여러 각도에서 봄축전공연장면, 공연장소, 해외공연장면)
Ten sheets of performance photograph for festival promotion (5184PX original file). The photos should be taken at
various angles. And the photos should include the ones of performance for ASFAF, and the ones of environment for the
performance, and the ones of performance given in foreign countries.
3. 축전에 내놓을 현지극장에서 촬영한 공연록화자료 (고화질의 avi 또는 mp4 화일)
Video records of performance made on the spot for the Festival (AVI or mp4 files in high resolution)
4. 축전에 출연하려는 공연종목들의 악보와 가사, 종목별 해설문, 공연진행한 극장명칭
Words and explanation of each item of program for the festival, and the theatre name where the performance was
given.

4. 련계주소 Contact Addres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조직위원회,
평양국제문화회관, 평양시 중구역 영광거리 련화 2 동
Organizing Committee of the April Spring Friendship Art Festival, Pyongyang International House of Culture,
Ryonhwa-dong No.2, Yonggwang Street,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 Korea

Tel: 850-2-18111(381-5945)
E-mail: Kpaes@star-co.net.kp
Web: WWW.korart.sca.kp
이름 Name:

수표 Signature:

날자와 장소 Date & Place: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조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글자는 정자로 써야 한다.)
(Please fill in the form in Korean or English and write in correct and fine 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