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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명성의 디자인상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접수 시작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더욱 공정해진 심사 과정과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정비하여 올해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6 월 26 일까지 조기 접수 등록 시 출품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53 년부터 iF 디자인 어워드는 매년 탁월한 역량과 시장성을 지닌 최고의 디자인을 

선별하고 이를 보증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iF 라벨을 시상해 왔다. 국제적 위기 상황으로 

모든 사회 및 경제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iF 는 전 세계 기업과 기관들의 강력한 

파트너이자 조력자로서 그 어느때보다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필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면적인 변화를 꾀했다. 새로워진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은 온라인 홈페이지 

www.ifworlddesignguide.com 에서 지금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 수용한 새로운 방식과 체계 선보여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부터는 심사에 앞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평가 과정인  ‘사전 

선정(Preselection)’ 단계가 도입된다. 모든 출품작 중 사전 선정을 통과해 최종 

후보(Finalist)로 선정된 상위 50 퍼센트만이 본 심사(Final Jury)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듯 

두 단계에 걸친 새로운 평가 방식을 통해 많은 참가자가 배송비용 부담을 덜고 배송 과정 

상의 폐기물 또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산업과 시장 변화에 발맞춰 심사기준과 출품 부문의 개편도 이뤄졌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새로운 심사 기준에 기반한 점수표(Scorecard)가 제공되어 더욱 투명한 

선정 결과와 개별적인 평가를 받아 볼 수 있다. 출품 부분에는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추가되면서 총체적인 프로젝트의 출품 범위가 확대됐다.  

 

iF 의 랄프 비그만 회장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iF 는 세계 유수 디자인 상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받고 시장을 선도하는 확실한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면서 “UX 와 UI 부문 신설 또한 세계 디자인 시장의 니즈와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더 

사용자와 고객 중심으로 출품 부문을 구성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라고 설명했다.  

 

https://ifworlddesignguide.com/awards/participate/if-design-award-2021


 

매년 수많은 기업과 디자이너, 건축사무소나 에이전시 및 건축 스튜디오들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받고 더 많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iF 디자인 어워드에 도전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은 아래 9 개 부문에 대해 출품을 모집하며,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품 디자인 (Product Design)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Communication Design) 

 패키지 디자인 (Packaging Design) 

 건축 (Architecture) 

 인테리어 (Interior Architecture) 

 프로페셔널 컨셉 (Professional Concept) 

 서비스 디자인 (Service Design) 

 사용자 경험 UX (User Experience) *신설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User Interface) *신설 

 

출품 모집 일정: 

2020 년 6 월 26 일  조기 접수 마감 

2020 년 10 월 30 일  정규 접수 마감 

2020 년 12 월 1 일  최종 접수 마감 

2021 년 1 월 18 일~22 일 심사 1 단계: 온라인 사전 선정(Preselection) *신설 

2021 년 3 월 29 일~31 일 심사 2 단계: 베를린에서 본 심사 진행 (Final Jury) 

2021 년 5 월 10 일  베를린 프레드리히슈타트 예술극장에서 시상식 개최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접수 등록: 

https://ifworlddesignguide.com/awards/participate/if-design-award-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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