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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pplication Information 
 

Seoul Fashion Futures (SFF) is seeking children’s wear models to apply to participate in the first 
pop-up show to be held at G-15 Sonnendeck (127-15 Itaewongdong, Seoul) on Thursday 26 
October 2017. 
Seoul Fashion Futures (SFF) 는 2017 년 10 월 16 일 목요일 Sonnendeck 에서 열리는 첫번째 
SFF 런웨이 쇼에 참가할 아동복 모델들을 찾고있습니다. 
 

 
 
To apply models must: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be aged between 2 and 12 years 
한국나이로 2 세~13 세 사이여야 합니다.  

• have a willingness to model in front of a crowd and have photographs/film taken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촬영할 수 있고,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be available in the lead up to and on the event date 
이벤트 날짜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omplete a SFF application form 
지원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 agree to the SFF Terms and Conditions 
SFF Terms and Conditions 에 동의합니다. 

• submit a recent headshot and full length body shot with the application. 
지원서와 함께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과 전신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To apply as a children’s wear model at SFF, please be aware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아동복 모델로서 참석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Model application closing date: 
모델 지원서 마감날짜 

Monday 9 October 2017 
2017 년 10 월 9 일 월요일 

Where to apply 
지원하는 곳 

Complete the Model Application Form available 
from www.interlacedmedia.net/seoul-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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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다음의 주소에서 얻은 지원서를 

완성해야합니다.  
How to apply 
어떻게 지원하는지  

1. Complete the online application form, 
including: 온라인지원양식을 완성 
- provide details of child model 

모델의 세부사항 
- attach photographs  

사진첨부 
Application assista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email: 
Seoulfashionfutures@gmail.com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A reply in Korean is acceptable with the SFF 
translator able to assist with a response. 
한국어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Please note contents are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circumstances. 
패션쇼에 대한 콘텐츠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enefits for model involvement 
	  
Your participation in this event would be appreciated to help support the youth retail market and 
emerging model talent in South Korea. 
당신의 참여는 한국의 모델과 아동복 시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The benefits for being involved include: 
패션쇼에 참여함에따라 얻게되는 benefits 

• model profile shared on social media to promote involvement in the event 
이 이벤트의 홍보를 위해 소셜 미디어에 모델의 프로필이 공개됩니다.  
 

• event exposure through printed flyers distributed at Seoul Fashion Week 
서울패션위크에서 광고(전단)이 나눠지며, 노출시킬 수 있다. 

 
• event article and press release to major public media outlets 

주요매체의 기사와 press 에 노출될 기회. 
 

• networking 
네트워킹 
 

• event photos provided to models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use. 
이벤트 사진은 모델들에게 나눠질 것 입니다. 

Timeline for event planning 
	  
Designer applications finalised 
디자이너 지원 마감  

Sunday 8 October 2017 
2017 년 10 월 8 일 일요일 

Model applications close 
모델 지원 마감 

Monday 9 October 2017 
2017 년 10 월 9 일 월요일 

Designers meeting with SFF organiser 
SFF 주최자와의 미팅  

From Friday 13 October until Sunday 21 
October 2017 
2017 년 10 월 13 일부터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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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sting at Sonnendeck 
모델 캐스팅 

Monday 16 October 2017 (To be confirmed) 
2017 년 10 월 16 일 월요일 

Successful models from casting notified 
모델 합격자 발표 

Tuesday 17 October 2017  
2017 년 10 월 17 일 화요일 

(Optional) Promotion of SFF during Seoul 
Fashion Week with selected models and an 
outfit from each selected designer 
(선택) 서울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 착장과 

모델 홍보활동  

From Wednesday 18 October - Saturday 21 
October 2017 (To be confirmed) 
 
2017 년 10 월 18 일 수요일부터 21 일 토요일 

Model fittings and rehearsal 
모델피팅, 리허설 

  
미정 

Posting of DDP promotional imagery online 
for SFF 
SFF 를 위한 홍보사진 업로드  

From Thursday 19 October – 26 Thursday 
October 2017 
2017 년 10 월 19 일 목요일부터 26 일 목요일 

Seoul Fashion Futures runway show 
Seoul Fashion Futures 런웨이 쇼  

2pm (TBC), Thursday 26 October 2017 
2017 년 10 월 26 일 목요일 오후 2 시 

 
*Please note these dates maybe subject to change. 
날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묻는 질문과 답 

• My child has no modeling or photographic experience, can he/she still apply? 
제 아이는 사진촬영 경험이나 모델 경험이 없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Yes your child may apply. 

 네 지원가능합니다. 

• My child does not have an agency, can he/she still apply? 
제 아이는 소속사가 없는데, 지원 할 수 있나요? 
Yes this event is open to al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12 to apply. 
네 이 이벤트는 3 세에서 13 세 사이의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있습니다. 

• My child has an agency, can he/she still apply? 
제 아이는 소속사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Yes this event is open to all children to apply. 
네 이 이벤트는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있습니다.  

• How will models be selected? 
모델들은 어떻게 선택되나요?  
Once model applications have closed, emails will be sent to children selected to take part 
in a casting process. 
모델 지원이 마감되면, 그 중 선택된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 입니다. 
 
The casting is to be held at Sonnendeck at a date determined by the SFF organiser and 
confirmed by the venue manager. 
또한, 주최자에 의해 결정된 날짜에 캐스팅이 정해질 것입니다.  

 
• Who will be casting the models?  

모델들은 누가 캐스팅하게 되나요? 
Models will be selected by the SFF organiser and a chosen committee to ensure the 
process is managed fairly and professionally. More details will be released about this 
closer to the casting date. 
모델들은 SFF 주최자와 선정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고 전문적이게 선택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캐스팅날 알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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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y child required to bring anything to the casting? 

캐스팅에 준비해가야 할 것이 있나요? 
More details will be released about the casting once models have been chosen. 

 자세한사항은 캐스팅에 참여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이메일로 알림받게 될것입니다.  

• I cannot make one of the suggested dates in the lead up to the fashion show at 
Sonnendeck on Thursday 26 October, can I still enter my child? 
26 일 패션쇼를 위해 지원서에 나와있는 날짜 중 가능한 날짜가 없는데, 참여 할 

수 있나요? 
Yes of course. The availability of designers and models will be coordinated as best as 
possible to ensure schedules are met. The child must however be available for the 
casting, one rehearsal and on the event date. 
네 물론입니다. 디자이너와 모델에 따라 스케줄은 가능한 한 조율될 것 입니다. 하지만 

리허설과 캐스팅,패션쇼에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How will the fashion show be run? Will there be a runway? 
패션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런웨이가 있습니까?  
Seoul Fashion Futures is being held for the first time as an opportunity to bring together 
children’s wear designers and labels and young talent. This event is being run in the style 
of a pop-up fashion show, which will be perfect for promoting kids clothing, up and 
coming model talent and networking with guests including bloggers, photographers and 
local press. 
서울패션퓨쳐스는 열정과 재능을 가진 아동복 디자이너와 브랜드, 모델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처음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블로거와 사진작가, 언론사와의 교류와 디자이너, 

모델들을 홍보할 수 있는 팝업패션쇼 형식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 Is there a fee for my child to be involved? 
참여비용이 있습니까? 
There is no entrance fee involved. If your child does have an agency, please include this 
on the application form. 
참여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소속사가 있다면, 그 내용을 지원서에 

써주십시오. 
 

• What benefit do I get for involving my child in this event? 
이 이벤트에서 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benefits 은 무엇입니까?  
Models selected to participate in SFF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apart of South 
Korea’s first dedicated children’s fashion event. This will provide exposure for their profile 
and work within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ly. 
선택된 모델들은 한국 최초 키즈패션쇼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될것입니다.  

또한 프로필과 사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노출 될 것입니다.  
 
Photos will be taken at the casting, rehearsals, DDP with the chosen models and on the 
event day and available for models to use for their portfolios after the event. 
캐스팅, 리허설, DDP 에서의 사진들은 당신 아이들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기 위해 

이벤트가 끝난 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The success of this event may also lead to future paid work. 
이 이벤트의 성공은 아이의 미래와 연결 될 것입니다. 

• If my child is unsuccessful during the model casting is there still a way for them to 
be involved? 
만약 제 아이가 모델 캐스팅에 성공하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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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re still welcome to attend on the day to be 
apart of the crowd and to show their support. 
선택되지 못한 아이들은 패션쇼에 직접적으로 참석할 수는 없지만, 패션쇼를 관람하고,  

이 이벤트에 참석 할 수는 있습니다.  
If your child is able to perform, they may be considered to be apart of the event 
entertainment. Please make sure you outline this on the model application when 
submitting. 
만약 당신의 아이가 다른  장기가 있다면, 쇼의 한 코너로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 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I am a parent/guardian and also interested in modeling with my child. If the 
opportunity was possible could I be involved? 
나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아이와 함께 모델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SFF is open to any exciting opportunities. If the designer/label supported the involvement 
then this could be possible. 
SSF 는 어떠한 기회도 열려있습니다. 만약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아동복과 함께 제작된 

옷이 있고 그것에 동의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I am a parent/guardian and would like to get involved with assisting the event on 
the day. Can you advise if this is possible? 
아이의 보호자로서 이 이벤트 진행에 포함되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Yes, this would be welcomed. If you would like to become involved please include how 
you would like to on the application form or remember to mention it within your return 
email to seoulfashionfutures@gmail.com  
네 환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은지 다음의 사항중 가능한 것을 지원서에 

함께 적거나 메일본문에 내용을 적어 제출해주십시오.  
 
SSF would appreciate your assistance in the following areas: 
SFF 는 다음의 공간에서 당신의  어시스트가 필요합니다. 

o event day backstage management of children 
이벤트 당일 백스테이지에서의 아이들 케어 

o hair and make up 
머리와 메이크업 

o backstage photography and video 
백스테이지 사진과 영상 

o VIP and general guest liaison 
VIP 와 일반손님 연락 

o press and buyer liaison 
언론과 바이어 연락 

o sponsorship liaison. 
스폰서 연락 

o other (please outline if there is an another way you’d like to help) 
그 외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다른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