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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pplication Form 
 
Seoul Fashion Futures (SFF) will be held at Sonnendeck, Seoul on Thursday 26 October. 
Seoul  Fashion Futures(SFF)는 10월 26일 목요일 서울 Sonnendeck에서 열릴 것 입니다.  
To register your child for consideration as a model participant,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application form and return it to seoulfashionfutures@gmail.com by no later than Monday 9 
October 2017. 
 
모델 참석자로서 아이를 등록하기 위해서, 다음의 지원양식을 작성하여 
seoulfashionfutures@gmail.com 로 2017년 10월 9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t the end of this application. 
또한 더 참고 할 사항은 지원양식 마지막의 Terms and Conditions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registering more than one child, please complete separate forms.  
만약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등록할 경우, 지원서를 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 2개의 지원서)  
 

1. Model contact information기본정보 
 

Name of model 모델이름  
 
Please include English and Korean name if applicable  영어이름이 있다면 영어이름 또한 
작성해주십시오.  
 
 
 
Name/s of consenting parent/guardian 보호자 이름 
 

 
Address (Street, City, State, Postcode) 주소 
 
 
 
 
 
Email address 이메일주소 
 
 
 
Website and Naver 웹사이트와 네이버 블로그 등 (있다면) 
 
 
 
 
Facebook페이스북 
 
 
 
Twitter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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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인스타그램 
 
 
 
Other social media links – if applicable 다른 SNS 계정  
 
 
 
 
 
 

2. Model information 
 
Does your child have a talent (model/performance) agent, yes or no? 
당신의 아이는 소속사가 있습니까?  
 
 
 
If your child has an agency, please list the agency name/s. 있다면, 소속사 이름 
 
 
 
 
Model Date of Birth 생년월일 
 
 
Model height 키 
 
 
Model weight 몸무게  
 
 
Model hair colour 머리색 
 
 
Model eye colour 눈 색 
 

 
Model dress size 드레스 사이즈 
 
 
Model shirt size 상의 사이즈  
 
 
Model pants size 하의 사이즈  
 
 
Model shoe size 신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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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your child have a special talent? (e.g. can they dance, sing, perform) 
다른 장기가 있습니까 ? (예를들면, 춤, 노래 등)  
 
 
 
 
 

3. Industry research information 
  
What is your favourite Korean children’s clothing, shoes and accessory brand/s? 가장 
좋아하는 아동복, 슈즈, 액세서리 브랜드는 ?  
 
 
 
 
 
 
 
 
 
 
 
Which is your favourite Korean children’s magazine? 
가장 좋아하는 한국 키즈 매거진(잡지)는? 
 
 
 
 
 
 
Do you have any Korean blogs/bloggers or websites that you like to follow?  
구독 (팔로우 )하는  한국인  블로거나  웹사이트가  있습니까? 
 
If yes, please list them 
있다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What activities do you most enjoy to do with your child/children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당신의 아이들과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예, 애니메이션보기, 키즈카페 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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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usually do with your child/children’s unused garments, equipment and toys? 
평소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 물건, 장난감 등을 어떻게 하십니까?  
 
 
 
 
 
 
Would you be interested in donating your child/children’s unused goods to charity to 
support other Korean children in need, yes or no?  
당신의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옷  등을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If yes, please bring your items along to the casting and on the event day 
혹시 있다면, 10월 26일 목요일 Seoul Fashion Futures에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Availability  
 
To participate in SFF, you and your child must be available on the following dates.  
SFF 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아이는 다음 날짜에 가능해야 합니다.  
 
Please note these dates are only a guide and are to be confirmed. 
다음 날짜는 확정된 날짜입니다.  
 
Models selected to attend the casting will be notified by email. This email will have the chosen 
date and time confirmed closer to the event date. 
모델들은 이메일로 안내받고, 캐스팅에 참석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시간과 날짜를 확정하여 
이메일로 안내할 것 입니다.  
 
Please tick the box/es OR write YES/NO below to confirm your availability: 
가능한  날짜에  체크해  주시고 , 예  아니오로  가능한지  적어주십시오 .  
 

• Model castings at Sonnendeck 
Sonnendeck에서의 모델 캐스팅  
 
¨ Sunday 15 October 2017 (afternoon)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 Monday 16 October 2017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 SFF promotional fashion shoot outside of DDP with selected designers and 
models 
선택된  디자이너와  모델들과  함께  DDP주변에서  SFF를  홍보하기  위한  촬영  날짜 .  

 
*One date will be chosen only based on the majority of designer and model availability. 
Please advise your preference. 

 주요 디자이너와 모델들에 따라 이 중 하루만 선택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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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nesday 18 October 2017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 Thursday 19 October 2017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 Friday 20 October 2017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 Saturday 21 October 2017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 Fashion show rehearsal at Sonnendeck  패션쇼  리허설   
*One date only will be chosen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venue. Please advise your 
preference. 

  
¨ Monday 23 October 2017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 Tuesday 24 October 2017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 Wednesday 25 October 2017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 Final rehearsal and fashion show event (all designers and models must attend) 
마지막 리허설과 패션쇼 이벤트 데이 (모든 디자이너와 모델들은 반드시 참석해야함) 
 
¨ Thursday 26 October 2017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5. Documentation 
 
Please attach with your application a recent headshot and full-length body shot of your children’s 
modeling or photographic work. 
반드시 지원서와 함께 당신의 아이의 전신샷과 얼굴 사진 (최근 모델활동 하면서 촬영했던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nks to examples of work will also be accepted. 
촬영사진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도  가능함 .  
 
Terms and Conditions 
 
As a parent/guardian applying on behalf of your child, please be aware of the following Seoul 
Fashion Futures (SFF) Terms and Conditions. 
패션쇼에  참여하는  모델의  보호자로서 , 다음에  모두  동의합니다 .  
 
I acknowledge and understand as a parent/guardian that: 
나는 보호자로서 다음을 이해하고 인지합니다: 
 

• this SFF form is an application only, and does not guarantee my child the chance to be 
involved as part of the event 
이 SFF양식은 지원서이며, 작성함으로써 이 이벤트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children selected to be involved can be between the ages of 2 and 12 years or otherwise 
approved the SFF organiser Natalie Rapisarda. 
아이들은 2세에서 13세(한국나이) 사이에서 선택될 것이며, 그 외에는 주최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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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selected to take part in the casting process will receive an email confirming their 
ability to attend the casting on a date to be determined by the SFF organiser 
아이들은 주최자에 의해 선택되고, 캐스팅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 children selected from the model casting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runway show. 
Successful models will be notified by email at a date to be determined by the SFF 
organizer 
런웨이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되는 아이들은 캐스팅과정에서 선택될 것입니다. 
합격한 아이들은 주최자에 의해 이메일을 통해 날짜를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 successful applicants that belong to an agency will need to advise their agency/agencies 

and inform the SFF organiser of their details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ir 
involvement 
패션쇼에 최종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되는 아이들 중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에 
알려야하고, 주최자에게 그 세부사항과 소속사에 지불해야 할 계약금에 대해 
알려야합니다. 
 

• please note children that are not successful in the casting process can still attend the 
event as a spectator, however will not be able to model in the show 
탈락한 지원자들은 패션쇼에 모델로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관람은 가능하며, 이 
이벤트에 참석 할  수 있습니다. 
 

• children that are not selected beyond the casting proces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re-
apply if this event is held again in future 
탈락한 지원자들은 훗날 패션쇼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the number of models selected to participate is the show is based on the final number of 
designers that apply to showcase in SFF. The ratio of male and female models and their 
ages will be chosen based on the designers needs to support the event. 
모델들의 수는 참석하는 디자이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수 
또한 디자이너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throughout the process of application, castings, photo shoots, rehearsals and on the 
event date 
모든 지원과정, 캐스팅, 촬영, 리허설, 패션쇼 당일동안  

 
o the SFF organizer SFF주최자로서  

§ will keep my child/children’s application details confidential 
아이들의 지원서 내용은 기밀로 유지합니다.  
 

§ may pass on my child/children’s details to third parties involved with 
organising the event including the SFF crew, casting agents, designers 
and sponsors.  
이 이벤트를 구성하는 SFF크루, 캐스팅 에이전시, 디자이너, 스폰서 등 
제 3자에게 아이들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o my child/children may be photographed and filmed and requested to be 
interviewed by media, where content will appear in the publi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n websites, social media, TV, magazines, newspapers etc. 
아이들은 촬영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TV, 잡지, 신문 등 모든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Please let the SFF organiser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with 
the above to ensure this is managed appropriately.  

  혹시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SFF주최자에게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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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FF organiser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any incidents that take place during 

any of the SFF activities. Please be assured utmost care will be taken at all times to 
ensure the safety of all involved is number one priority. If you have any concerns 
throughout the process, please contact the SFF organiser. 
SFF주최자는 SFF활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SFF주최자에게 알리십시오. 
 

• if unforeseen circumstances arise on the day of the event, beyond the SFF organisers 
control, the event may be required to be cancelled. Please note if this were required, all 
participants would be provided with as much advanced notice. 
SFF주최자 영역에서 벗어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벤트 당일에 발생하게 된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참석자들은 사전에 공지받게 될 것 
입니다. 

 
• the details of the event are subject to change. The SFF organiser will keep all participants 

informed at all times. 
이벤트의 주제의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f my child is approved successful to participate in SFF, I understand that:  
만약 아이가 SFF의 참석하게 된다면, 다음에 대해 이해합니다: 
  

• I will be responsible for assisting my child to and from the casting, photo shoots, 
rehearsals (as required) and the official event 
나는 이벤트 당일과 캐스팅, 촬영, 리허설에 아이를 어시스트 하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 models and hair and make up will be provided for the selected models, unless otherwise 
discussed and agreed to an alternative option with the SFF organiser 
모델 및 헤어와 메이크업은 별도로 논의되거나 SFF 주최자와 함께 따로 논의되지 않는 한, 
제공받을 것 입니다.  
 

• If my child has specific learning, accessibility, medical or dietary requirements that I will 
inform the SFF organiser on application to ensure their safety and wellbeing at all times. 
만약 아이가 특이사항(의학적, 학습적 등 모든) 이 있다면 안전과 참고를 위해 
SFF주최자에게 알릴 것 입니다. 
 

• if required to cancel my child’s application, I will provide as much advanced notice to the 
SFF organise. 
만약 아이의 참여를 취소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최자에게 알릴 것 입니다. 
 

•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n this application is truthful and accurate. 
지원서에 작성한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합니다. 
 

• I accept all decisions made by the SFF organiser in selecting children’s models and the 
events process is final.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SFF 주최자의 결정을 동의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application, please contact Natalie the SFF organiser at 
seoulfashionfutures@gmail.com or message NatalieRap on KakaoTalk. 
 
만약 질문이 있다면, SFF 주최자인 Natalie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 seoulfashionfutures@gmail.com 
카카오톡 : NatalieR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