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IGNER APPLICATION INFORMATION 

디자이너 지원 정보 

 
Seoul Kids Fashion Show (SKFS) is seeking designers to participate. 

서울키즈패션쇼는 패션쇼에 참여할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About the venue 행사장소 

 
SKFS will be held at Urbanspace (9, Yeonmujang 3-gil, Seongdong-gu). 

서울키즈패션쇼는 성수 어반스페이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he venue is booked for use from 9am to 6pm on Sunday 21 October. 

패션쇼는 2018 년 10 월 21 일 일요일 오전 9 시 ~  6 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Urbanspace includes overhead lights, access to amenities, in built music system and on site 
drinks café. The location also has a kids play area. 

어반스페이스는 조명 및 음향 시스템과 테이블, 의자를 갖추고 있으며,  

어반소스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e are planning to have a straight runway area with guests positioned seated and standing. 

안전을 위해 무대는 설치되지 않을 예정이며, 런웨이 공간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관객은 런웨이 주변에서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볼 풀장 있음) 

 

 
 
 
 
 
 
 
 
 
 
 
 
 
 
 
 
 
 
 
 
 
 
 
 
 
 
 



   
 

 

Show day running order 패션쇼 당일 타임테이블 

 
The number of designers involved will determine the running order for the day. 

패션쇼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은 쇼 순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At this stage we are planning the below itinerary. 

다음의 타임테이블은 쇼 당일을 위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모델, 헤어, 메이크업 및 모든 스태프 

도착. 

9am 

모델의 헤어, 메이크업 준비 9.30am and 11am 
 

마지막 리허설 11.30am – 12.30pm 

디자이너별 그룹포토 (서울키즈패션쇼팀과) 1pm – 1.30pm 
 

게스트와 VIP 도착 – 포토존 촬영 1:30pm 

패션쇼 시작 2pm 

패션쇼 종료 3:30pm 

사진촬영 및 네트워킹 -4:30pm 

행사장 정리 (모든 스태프) -6pm 

모든 행사 종료 6pm 

선택 – 애프터 파티 or 디너 TBC 

  

Rehearsal 리허설 

 
Designers must attend two rehearsal meeting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show. Models will 
also be required. 

디자이너들은 패션쇼를 위해 두번의 리허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모델과 함께) 

We are planning to have two pre-meet up events. 

저희는 두번의 리허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Model fittings and runway walking practice with selected music from designers – 

Saturday 14 or Sunday 15 October (Date and studio venue to be confirmed) 

모델 피팅 및 런웨이 워킹 연습 (음악에 맞춰) – 10월 14일 혹은 15일. 예정 

 
2. Final dress rehearsal at Urbanspace venue – Thursday 17 or Friday 18 October (Date to 

be confirmed) 

어반스페이스에서 마지막 리허설 – 10월 17일 혹은 18일 예정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To apply as a designer at SKFS, please be aware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SKFS 의 디자이너로서 지원하기위해서, 다음의 정보에 대해 인지해주십시오. 

 
How to apply  

지원하는 방법 

1. Complete the ‘Designer Application Form’ attached 
to the email 

디자이너 지원양식에 맟추어 완성하여 제출 

해주십시오. 

 
Included in this form, you will need to provide: 
- details of collection 

패션쇼에서 진행할 컬렉션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제공해야합니다. 

 
- information about your brand. This is important 

as it will be used for the press release.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국내 및 국외 언론에 전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To submit your application, please attach 

다음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complete ‘Designer Application Form’  

디자이너 지원 양식 완성 

 
- your brand marketing materials (logo). This will 

be shared on social media and event poster. 

브랜드 마케팅 소재 제공(예를 들면 ,로고) 

이벤트 포스터 및 SNS 에 게시 될 것입니다. 

- copy of your business license as guarantee for 
participating in the show. 

사업자등록증 사본 

- confirmation of a 10% deposit of the total 
designer package fee will be made to.  

참가비의 10%  

 

 
 
 
 
 
 
 



   
 

Terms and Conditions  
 
 
Payment for participation 

참가비 안내 

Full payment for the designer package fee must be 
made by Saturday 15th September 2018 

총 참가비는 2018 년 9 월 15 일 토요일까지 

지불해야합니다. 

 
If a designer is required to cancel their participation prior 
to the event, contact must be made immediately and up 
to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show.  

원할한 패션쇼 진행을 위해, 참여를 취소하고 싶은 

디자이너는 즉시 서울키즈패션쇼팀에 전달하여 주시고, 

취소 및 환불은 쇼 시작 한달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2018 년 9 월 21 일 금요일) 

Application assista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email: 
Skfs@seoulkidsfsahionshow.com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 

(o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키즈패션쇼팀’) 

A reply in Korean is acceptable with the SKSF Director 
and Translator able to assist with a response. 

한국어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Event timeline 행사 진행 계획 

 
Designer applications open 

디자이너 지원 시작 

Wednesday 22 August 2018 

2018 년 8 월 22 일 수요일 

Designer applications close 

디자이너 지원 마감 

Sunday 5 September 2018 

2018 년 9 월 5 일 수요일 

Designers selected 

참석 디자이너 선택 

Allow 24 – 48 hours after sending application 
for a response. 

참가 신청 후 24 - 48 시간이내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esigners meeting with SKFS team and 
models (fitting and rehearsal one) 

서울키즈패션쇼팀과 미팅 (피팅 및 리허설) 

  

Saturday 14 or Sunday 15 October (Date and 
studio venue to be confirmed) 

10 월 14 일 혹은 15 일 예정 

(Optional) Promotion of SKFS during Seoul 
Fashion Week with interested designers 
and models for small photo shoot and live 
video content at DDP. 

(선택) 서울키즈패션쇼 홍보를 위한 

서울패션위크  DDP 앞에서 촬영 및 비디오 

From Monday 15 October - Saturday 20 
October 2018 
 

2018 년 10 월 15 ~ 20 일 사이  

mailto:Skfs@seoulkidsfsahionshow.com


   
 

Final dress rehearsal at Urbanspace venue 

어반스페이스에서 최종 리허설  

Thursday 17 or Friday 18 October (Date to be 
confirmed) 

10월 17일 혹은 18일 예정 

Seoul Kids Fashion Show 

서울키즈패션쇼 

Sunday 21 October 2018 

2018 년 10 월 21 일 일요일 

 
*Please note these dates maybe subject to change. 

날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ntac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application, please contact Natalie and Saemi from the 
SKFS team at skfs@seoulkidsfashionshow.com or on KakaoTalk “seoulkidsfashionshow”. 
 

만약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디렉터 Natalie 와 문새미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키즈패션쇼팀’ 

mailto:skfs@seoulkidsfashionsho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