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포트 유의 사항

하나, 더스페이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서포트는 ‘OFFICIAL FANCLUB 더스페이스’라는 이
름 아래 한국, 중화권, 일본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더스페이스 운영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서포트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둘, VAST는 현장과의 스케쥴 조율 등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역할을 할 뿐, 서포트 자체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셋, 모금, 진행, 보고 등 공식 서포트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한국의 운영 스태프가 주축
이 되어 진행합니다.

넷. 기존 서포트 방식과 동일하게5명 이상의 개인 그룹도 현장 서포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식적인 절차(첨부된 지정 양식 작성 후 메일 전송)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만 서포트 진행
이 가능합니다.

다섯, 개인 그룹의 현장 서포트 신청은 반드시 5명 이상의 그룹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 서포
트 신청서에 참여자 이름 및 인원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섯,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정 및 기타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촬영 스케쥴에 맞춰 조정하여 서포
트 진행이 가능한 신청 그룹의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일곱, 개인 그룹 현장 서포트의 경우 촬영장 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포트 당일 현장에 오시는
인원은 신청 그룹 내의 최대 2명으로 제한하며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포트 진행 시에는 촬영현장 상황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방이 불가합니다.)

여덟, 서포트 진행 순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공식 서포트인 ‘더스페이스’가 우선권을 가지며
개인 그룹간의 우선순위는 VAST의 E-mail 계정에 신청서가 도착한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단, 경
우에 따라서 현장 상황과 서포트 희망 시기 및 아이템을 고려하여 서포트 진행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항목에 더하여 금번 서포트의 경우 공식 서포트 다음으로 ‘사랑의 불시착’ 현장
서포트 미진행자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아홉, VAST는 공식 서포트에 대해서만 인증 및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열, 서포트 본연의 취지와 무관한 목적에의 신청은 삼가 주시길 바라며 촬영현장을 우선으로 하
는 바 변동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열하나, 상기 사항들은 국가별, 현장 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열둘, 모든 서포트의 신청 및 문의는 메일(vastent_info@naver.com)로만 받습니다.

상기 서포트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VAST INFO 메일(vastent_info@naver.com)
로 보내주세요!

현장 서포트 신청서
그룹명
참여자

참여 인원
(예시) 홍길동

명
000-0000-0000

(※최소 5인의
참여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대표자명

연락처
(본인 실명 기재)

이메일
서포트
희망일정
서포트 내용(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트 품목, 준비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