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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자인 어워드 2019 시상식, 화려한 막 올라 

 

올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보인 영광의 수상자들을 위한 세계적인 

디자인 커뮤니티의 축제, iF 디자인 어워드 2019 시상식이 오는 3 월 

15 일 뮌헨 BMW 벨트에서 열린다.  

 

‘iF 디자인 어워드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 시상식에는 

약 42 여 개 국가로부터 2 천여 명의 게스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이벤트로 자리 잡은 iF 디자인 어워드 나이트는 디자인 

계의 명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취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워드 수상작과 영예의 주인공들을 선보이고 축하하는 행사로 독일 뮌헨의 

랜드마크인 BMW 벨트에서 치러진다. 

 

이번 시상식에는 iF 디자인 어워드가 시작된 1954 년부터 어워드에 참여해 

온 7 개 기업이 수상자 명단에 포함돼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하노버에 기반을 둔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에서는 매년 세계적인 

어워드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1 월, 

20 여개 국가에서 엄선된 67 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심사를 통해 iF 디자인 어워드 2019 수상작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은 단 66 개의 출품작만이 2019 년 iF 골드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이 66 개의 골드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 무대에서 공개되며, 

iF 의 CEO 랄프 비그만으로부터 트로피를 수상한다.  

 

iF 디자인 어워드 2019 에는 50 개 국가로부터 다음 7 개 부문에 대해 

총 6,375 개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 UX 

 건축 

 인테리어 

 프로페셔널 컨셉 

 

iF 디자인 어워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프리츠 프랭클러 심사 위원장은 

심사 이후 “우리 심사위원단은 전반적인 디자인 퀄리티가 얼마나 

우수해졌는가를 직접 확인하며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수준의 디자인’이란 더 이상 

장점이 아닌 기본이다. 하지만 많은 결과물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디자인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정한 디자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손해를 무릅쓰고 무조건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다만 디자인 분야를 막론하고 

사용자들에게는 명확하고 직관적이며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고: 디자인 어워드 심사현장 영상및이미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 가장 방대한 디자인 포털 

모든 수상작은 세계 최대 디자인 포털인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의 “Design 

Excellence”에 무기한 수록됩니다. Design Excellence 에는 1954 년부터 역대 iF 

어워드를 수상한 약 4 만 4 천여 개의 우수한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 프로젝트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iF 디자인 앱 

올해의 iF 수상작은 무료 앱인 ‘iF 디자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최근 3 년간의 iF 어워드 수상작 2 만여 점에 대한 이미지와 동영상, 

설명글을 제공합니다. 

 

함부르크 iF 상설 디자인 전시 

수상작은 카테고리에 따라 각각 1, 2, 3 부로 나뉘어 함부르크에 위치한 약 1,500 m² 

규모의 iF 상설 전시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1 부 전시는 2019 년 3 월 16 일에 

시작됩니다. 

 

iF 의 시작부터 함께 해 온 특별한 수상자들 

이번 시상식 프로그램에는 조금 특별한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브라운(Braun GmbH), 

융하인리히(Jungheinrich AG), 로젠탈(Rosenthal GmbH), 만 트럭버스그룹(MAN 

https://ifworlddesignguide.com/design-excellence/2019-if-design-award-jury-results


Truck & Bus AG), WMF 그룹 (WMF Group GmbH), 사토리우스(Sartorius AG) 

그리고 시멘스(SIEMENS AG) 까지. 이상 7 개의 기업들은 1954 년 iF 디자인 

어워드가 처음 개최된 이후부터 2019 년 현재까지 끊임없는 참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디자인에 도전하는 장수 

기업으로, 여전히 생생한 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 관련 정보

1954 년 부터 우수한 품질의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산업의 조력자로 인정받아 온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디자인상 중에 하나로 손꼽히며, iF 로고는 

뛰어난 디자인임을 보증하는 범국가적인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워드 출품작들은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및 UX,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와 프로페셔널 컨셉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됩니다. 모든 어워드 수상작들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와 iF 

디자인 앱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iF 디자인 

상설 전시장에서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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