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코드 콘텐츠 오디션지원서
무한콘텐츠 시대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바로 콘텐츠로 되는 세상
네오코드는 가능성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넘치는데 장비도 사야 되고 어떻게 제작해야할지?
촬영은 어떻게 하지? 편집은?
전속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브 기획부터 촬영 편집의 과정을 이해 하게 됩니다.
1.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콘텐츠 지원분야
CONTENT

이름

NAME

생년월일/나이

성별

DATE OF BIRTH/ AGE

GENDER

지원 단위

국적

개인 /팀 (인원)

individual/team player
(개인/팀선택)

학교/학년/소속/직위

NATIONALITY

프리랜서일시 분야작성

SCHOOL/YEAR/
POST POSITION

거주지

RESIDENCE

2. 연락처 및 개인 방송 URL
휴대폰 번호/연락가능한 번호
TEL.NO
E-MAIL
개인방송 URL
BROADCASTING URL

(검색명 또는 URL 주소 기제)

3. 개인 및 팀 소개 (500자이내)

self-introduction

4. 기획 및 지원하는 콘텐츠 분야 설명 (500자이내)
기획안은 별도 첨부 ( 파일첨부)

content explanation

EX/음악/댄스/브이로그/창작극

□ 남 M

□ 여 F

5. MCN 네오코드에서 제작하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6. 전속 MCN 크리에이티브가 된다면 어떠한 것을 지원받고 싶으신가요?

７. 콘텐츠 방송시 희망하는 방송길이는 (선택)
3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FREE

8. 희망 또는 가능한 방송시간대 (EX 아침 오전10~ 점심시간 때~ )

9. 방송 희망 주기를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EX) 1주일에 1회/ 1주일에 2회 등으로 기제

10 네오코드에 기타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세요

11 보호자 동의 LEGAL GUARDIAN’S INFORMATION
( 만20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여부

보호자

AGREEMENT

0 동의합니다.
0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GUARDIAN

보호자 성명
NAME

보호자 연락처
(연락가능한 번호)
contact

1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 수집항목 : 성명, 성별,국적, 학교, 학년, 직업,콘텐츠 관련내용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법적 보호자 정보(성명, 연락처) 외
2. 수집, 이용 목적 : 오디션 지원자의 신상정보 파악
3. 보유, 이용 기간 : 콘텐츠 오디션 지원에 따른 결과 도출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콘텐츠 오디션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작성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집, 이
용하도록 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