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디자인 어워드 2022의 모든 것

iF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래 세계적인 명성과
최고의 권위를 쌓아 온 국제 디자인 어워드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 과정에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입각하여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수상작에게 부여되는 iF 라벨은 디자인 커뮤니티와 소비자, 대중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으며 우수한 디자인을 보증하는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iF의 약속과 원칙

전문성과 독립성 | 비영리 재단인 iF 디자인 재단이 소유하는 기관으로,
영리 목적보다는 디자인의 중요성과 사회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의 잠재력을 발굴합니다.
신뢰와 공정성 | 우수한 디자인이라면 누구든 수상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위원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보장합니다.
네트워크와 다양성 | 세계 곳곳의 iF 지사 및 사무소가 여러분을 지원하며,
9개 분야, 총 81개 카테고리에 이르는 디자인 산업의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객관적인 검증 | 여러분의 디자인 팀과 프로젝트를 위해 뛰어난 결과물을
국제 무대에 선보이고 탁월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세요.

수상 이상의 가치

차별화와 경쟁력 | 경쟁사와 뚜렷한 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공하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참고해 보세요.
강력한 마케팅 효과 | 여러분의 우수한 디자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세요.
iF가 디자인 커뮤니티의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께 집중시킵니다.
제품 및 디자인 보호 | 공신력있는 디자인 어워드에 제품 및 프로젝트를
출품하여 개발 시점을 증명하고, 여러분과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온라인 출품 접수, 어렵지 않아요!

등록까지 단 2분!

BASIC
기본 정보

세부 정보는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나중에 입력해도 괜찮아요.

IMAGES
대표이미지

iF 디자인 어워드 출품,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접수하세요.
상세 출품 가이드에서 출품 팁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DESCRIPTION
출품작 설명

CRITERIA
심사기준 별 설명

ADDRESSES
참여 기업

1.

아직 my iF 계정이 없다면,
새로운 my iF 계정을 등록하세요.

2.

프로젝트 기본 정보(Basic)를 작성하여
출품작을 접수하세요. 등록 버튼 클릭 후
출품 비용을 지불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MEDIA
심사 자료

등록 시에 모든 출품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제 이후에도
2021년 11월 19일까지 천천히 내용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등록된 출품작은 비용 미납 시에도 자동 취소되지 않으며,
출품 취소는 등록 후 2주 안에 반드시 iF로 요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모든 출품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명, 주소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 한글을 포함하지 마세요.
*출품 완료 후에는 어워드 전 과정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Finalist 선발 이후, Winner 선정 이후에는 출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본 정보

대표이미지

출품작 이름,
출품작 종류 입력
적합한 출품 부문/카테고리 선택

대표이미지 파일 업로드

출품작 설명

심사 기준 별 설명

출품작의 특징, 장점을 드러내는
설명글 작성 및 배경정보 입력

아이디어, 형태, 기능, 차별성, 영향력

최소 4장 - 최대 7장, JPG 형식,
파일 당 용량 5MB 미만, 가로방향

각 항목 별 공백포함 최대 영문 280자

설명글 공백포함 최대 영문 650자

참여 기업

심사 자료

출품작의 제조사/고객사 및
디자인 업체, 참여 디자이너 입력

PDF, 영상 또는 웹 URL 등
출품 부문 및 카테고리에 따라
적절한 심사자료 업로드

참여 디자이너 리스트 최대 영문 150자

온라인 출품 접수, 어렵지 않아요!

iF 디자인 어워드 심사 진행과정

1라운드

접수된
모든 출품작

iF Online
Preselection

2라운드

상위 50%
iF Finalist 선발

iF Final Jury

iF Winner
수상작 선정

결과에 따라 심사 자료 제출 단계를 진행하세요.

3.

모든 참가자 | iF Online Preselection 이후, 각 출품작에 대해 상세한 심사 결과와
심사기준 별 점수가 담긴 iF jury 피드백 차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출품작의
심사 결과가 결정된 이유와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iF Finalists | iF Finalist로 선발된 참가자는 처음에 제출했던 심사 자료를 보완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출품 부문의 경우,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iF Final Jury에 실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 선택기간: 2022년 1월 21일 부터 31일 까지 실물 또는 디지털 심사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iF Finalist 로 선발 된 경우

실물 배송 안내

실물 배송 옵션 선택 시, 2022년 1월 20일, iF Online Preselection 결과 발표와 함께
출품작 배송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배송 기간 | 2022년 1월 21일 부터 3월 11일 까지
유의사항: 2022년 1월 21일 이전에는 출품작 배송이 절대 불가합니다.

4.

iF Winner (수상작) 선정 | 2022년 3월 29일 부터 31일까지 총 3일 간, 약 50여명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베를린 심사장에 모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iF Final Jury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2022년 4월 중 개별 통보됩니다.
iF Winner 선정 시, Winner Fee 납부를 전제로 모든 수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16일 베를린에서 수상을 축하하는 화려한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유의사항: 수상 시 수상혜택 활용에 대한 Winner Fee가 청구되며, 모든 수상자가 필수로 지불해야 합니다.

접수 및 iF Online Preselection 일정

출품 비용 Registration Fee
• 접수부터 iF Online Preselection 에 해당하는 비용
• 모든 수상작에 상세한 iF Jury 피드백 차트 제공

Early Bird 접수 마감
2021년 6월 30일까지
Regular 접수 마감
2021년 10월 15일까지

Early Bird

250 유로

Last Chance 접수 및 내용 작성 마감
2021년 11월 19일까지

Regular

350 유로

iF Online Preselection 진행
2022년 1월 10일 - 14일

Last Chance

450 유로

iF Online Preselection 결과 발표
2022년 1월 20일

iF Finalist로 선발되는 경우

iF Final Jury 및 시상 일정

심사 비용 Jury Fee

iF Final Jury를 위한 실물 배송
2022년 1월 21일 - 3월 11일

• 2 라운드인 iF Final Jury 심사에 대한 비용
• 1 라운드 이후 심사자료를 보완 및 수정 가능
• 실물/디지털 심사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
• iF Final Jury 이후, 심층 iF Jury 피드백 차트 제공

iF Final Jury 진행
2022년 3월 29일 - 31일

•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에 Finalist 출품작 수록

2022년 4월 중 수상작 발표

• iF Top Label Ranking의 Finalist 랭킹 포인트 추가

개별 이메일 통보(수상/비수상),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수상작 공개,
보도자료 배포 및 소셜 미디어, iF 디자인 앱 수록

iF 디자인 어워드 나이트 시상식
Finalist 선발 시 심사 비용

200 유로

(베를린 프레드리히슈타드 팔라스트 예술극장)

2022년 5월 16일

iF Winner(수상작) 선정 시

수상 비용 Winner Fee

결제 시 유의사항

• iF 디자인 어워드 2022 수상 로고 무기한 활용

* 이메일로 인보이스를 수령한 후 14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 수상증명서와 알루미늄 상패 2점 (iF 골드 수상 시 트로피)

* 해외 결제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기재된 금액 외에 별도의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외화 송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단의 심층 피드백과 심사 경향 분석 제공
•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및 iF Design 앱에 수상작 게재
• iF Top Label Ranking의 수상 랭킹 포인트 추가
(iF 골드 수상 시 추가 포인트 부여)

• iF 디자인 어워드 나이트 시상식 초청 티켓 제공
• 각 국의 iF 전시 진행 시 수상작 전시 초청

수상 비용
제품 부문 / 패키지 부문 수상 시
수상 비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페셔널 컨셉,
건축, 인테리어, UX, UI 부문 수상 시

* 지불 및 결제 증빙은 카드결제 완료 화면을 인쇄하거나 카드사의 카드 승인
영수증, 송금 시에는 해당 은행의 송금확인증을 이용하세요.
* 비용 결제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인보이스 발행 후에는 납부 기한 내 청구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비용 미납시에도
청구서는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요청 및 고지 없이 최종 기한까지 청구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으며, 추후 출품을 원할 시에는 미납된 금액과 함께 100 EUR의
계정 활성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700 유로

관련 문의
1,800 유로

수상 비용은 필수로 납부해야 하며, 수상작 선정 이후 수상 포기나 거부는 불가합니다.

출품 문의 및 상담

iF 한국지사 | 02.517.6426
ifkorea@ifdesign.de
카카오톡 @iF한국지사
www.ifworlddesignguid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