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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2019_02
참가 안내
미래의 디자이너들을 위한 절호의 기회
2019년의 두 번째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에 도전해 보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매년 2 회 진행되는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에서는 회당 네 가지의 주제가 주어집니다.
현재와 미래의 실질적인 주제들을 담은 학생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선보이세요!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주제 별 최고의 수상작들에게는 주제 당 5,000 유로 규모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요건
모든 디자인 관련 전공 대학(원)생들과 졸업 2년 이내의 현직 디자이너들이라면
누구든지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참가 정보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작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출품작을 여러 개 중복 출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품 분야는 제품, 어플리케이션, 인테리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비스 디자인까지 모두 가능하며
출품작은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사 및 출품에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따라서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2019_02의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참가 접수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수상 혜택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상 로고 및 수상증명서
n
n

iF 수상 로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수상작에 활용)
iF 수상 증명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iF WORLD DESIGN GUIDE

수상작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상작 전시 ‘Design Excellence‘에 무기한 수록됩니다.

언론 홍보

수상작과 수상팀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iF에서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언론 홍보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iF 디자인 모바일 앱

모든 수상작은 iF Design 모바일 앱에 개제됩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 10만 8천 5백여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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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주제
다음 네 가지의 구체적인 주제 중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출품할 수 있습니다.

1.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작전 수행중인 007 제임스 본드, 어떤 디자인이 그의 미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1세기 첩보 작전의 성공 여부는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와 기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07스파이 제임스 본드가 여러분의 디자인을 통해 수퍼 빌런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과제: 비 살상 무기나 신개념 이동 수단, 데이터 감시 장치 등 비밀 요원들의 미션을 도울 장비들을 구상해 보세요.

2.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수 많은 외부 자극과 넘쳐나는 정보로부터 잠시 멈추고 쉬어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SNS 포스팅과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피드를 스크롤하며 흥미로운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화면을 들여다 봅니다. 현대인들의 머릿속은 항상 온갖 종류의 정보와 자극으로
가득하지만, 또 한편 트렌드와 관계에서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포모증후군(FOMO)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든 미디어로부터 멀어져 단 몇 분이라도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제: 잠시라도 소셜미디어를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취하며 의식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세요.

3. 삼성(SAMSUNG) 디자인 프라이즈 2019 by iF –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된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상의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져 오버랩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사무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손쉽고 편리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업 또는 팀워크를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수단이 요구됩니다.

과제: 온,오프라인 상 업무에서 손쉬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구상해 보세요.

4. 미니소(MINISO) 디자인 프라이즈 2019 by iF –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 8억 3600만 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가난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이나 자원의 부족, 그 이상의 고통입니다.
여기에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비롯한 교육 및 기본적인 사회 보장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성, 그리고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도 포함됩니다.

과제: 제품이나 포스터, 비디오 제작, 프로젝트, 캠페인 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구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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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다음의 심사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만족시키며 눈에 띄는 아이디어로 평가받는
뛰어난 출품작들이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수상작으로 선정됩니다.
혁신성과 완성도
n
n
n

혁신성
완성도
독창성

기능성
n
n
n
n

사용가치 및 사용성
인체공학
실용성
안전성

심미성
n
심미성
n
감성적 요소
n
공간 개념
n
분위기, 조화
포지셔닝
n
타겟 적절성
n
차별화

책임과 의무
n
인간존엄성
n
개인에 대한 존중
n
공정성과 평등
n
환경기준 및 탄소배출량 고려
n
사회적 책임
n
사회적 가치 및 공공 가치

진행 일정
접수 마감

2019년 7월 31일

출품작 검토

2019년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출품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가자들은 이 기간 중 통보를 받게되며
입력을 완료하고 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짧은
기간이 주어집니다. 검토 기간 중 반드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14일 까지

수상작 개별 통보

2019년 9월 말

수상작 공식 발표 및 온라인 공개

2019년 10월 31일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Design Excellence
및 iF design 앱에 수상작 게재,
언론 홍보 진행

2019년 후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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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2019_02 접수 방법 안내
1

my iF 로그인

2

Basic 탭 : 기본정보

my iF에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합니다.
아래에 안내 된 모든 탭을 작성해야만
접수를 위한 'Register now'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n
n
n
n

3

Images 탭 : 출품작 이미지

4

Address 탭 : 참가자 및 학교정보

5

Additional Media 탭 : 심사 자료

n

Entry Name: 출품작 이름을 입력합니다.
Topic: 4개의 주제 중 출품작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Type of your entry: 출품작 종류를 입력합니다.
Basic 탭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주어진 용량, 규격, 형식에 맞는 출품작 이미지(JPG)를 1-2장 업로드 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학교에 소속되었던 경우, 접수하는 출품작을 작업 한 시점의
학교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팀으로 출품하는 경우 다른 팀원 정보도
이 곳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n
n

출품작 설명 (필수)
심사용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필수)
(포스터는 심사를 위한 주된 자료로, 주어진 규격과 형식에 맞게 제작해야 합니다.)
MINUS
New scale system

Total Gram

PICK

The - 4’s Gram

The concept of MINUS is literally unraveled with a scale which involves the concept of minus.
"How much gram is this tomato and so how much is it?" Many people have concerned about
purchasing a fixed price of vegetables per gram which is displayed in the Mart. The scale which
is below the box will be subtracted from the total weight as soon as hand-picked vegetables are taken
out from the box. Furthermore, the price after subtraction will show up on the balance. If the price
provided is suitable, the price tag will be attached on a pack for further payment.
This new concept of scale will reduce unnecessary actions to the users.

1Pick up 1 broccoli

PROBLEM

KNOW

Up

The price

2 You can Know The Price

Total Gram - 1 broccoli’s Gram

The - 1 broccoli’s gram’s Price is displayed.

TAKE
Out

3 Touch The button
You can get The price sticker.

SOLUTION

I don’t know
How much it is.
!

?

?

In one place & At a time

Most of vegetable in vegetable corner cost
by scale. Customer have no idea how much
is it going to be before customer actually scale
them. So inconvinence situations happen such
as put vegetable more in or take some out.

YourYour
entryentry
301-1-164198
Entry-ID
1.0 product
Topics
1.17 Industry / Skilled Trades

n

n
n

Project
MINUS

MINUS will show you how much weight you picked
out of the box. And the scale will calculate how much
it is going to be.

Concept
Name of entry

Designer
Youngsub/Song
Hyunsub/Shin
JaeHyuk/Lim
Il-Hyun/Kwon

Student/s
First name / Last name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roduct Design

Emall
University
sys910420@naver.com
Name of university
hyunsud@naver.com
City / Country of university
hyuk8915@gmail.com
Department
kih0501@naver.com

영문 재학증명서 또는 영문 졸업증명서 (필수)
* 모든 팀원의 학교명과 재학 연도 또는 학년이 포함된 증명서를 1개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프로젝트 지도교수 또는 지도자 정보 (선택)
영상 참고자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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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작성 요건
가로방향 A1 사이즈 (840 x 594 mm)에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작성합니다.
영역1 (840 x 430 mm)
글과 그림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합니다. (영역 내 디자인 및 구성은 자유)

영역 3 (840 x 50 mm)
인쇄 및 제본을 위한 여백입니다.

영역 2 (840 x 64 mm)
폰트 크기: 대문자 기준 20 pt로 작성
n
Your entry: Entry-ID, 주제
n
Concept: 작품명
n
Student/s: 이름, 성 (팀일 경우 팀원 모두)
n
University: 소속 학교명, 학교가 위치한 도시/국가, 학과명
예) if University
Seoul /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포스터 관련 기타 준수 사항
n
A1 사이즈, 가로방향 (가로 840 mm x 세로 594 mm)
n
설명글 및 데이터 입력 시 폰트 사이즈: 20 pt
n
폰트: Frutiger, Arial, Franklin Gothic, Futura,
Helvetica, Univers 등의 Sans Serif 폰트로 작성
n
이미지 해상도: 300 dpi (100%)
n
데이터는 PDF-X3 파일로 업로드
n
파일 용량: 5 MB 이하
n
색상 모드: RGB

영역 3
840 x 50 mm

MINUS
New scale system

Total Gram

PICK

The - 4’s Gram

The concept of MINUS is literally unraveled with a scale which involves the concept of minus.
"How much gram is this tomato and so how much is it?" Many people have concerned about
purchasing a fixed price of vegetables per gram which is displayed in the Mart. The scale which
is below the box will be subtracted from the total weight as soon as hand-picked vegetables are taken
out from the box. Furthermore, the price after subtraction will show up on the balance. If the price
provided is suitable, the price tag will be attached on a pack for further payment.
This new concept of scale will reduce unnecessary actions to the users.

1Pick up 1 broccoli

The price

2 You can Know The Price

Total Gram - 1 broccoli’s Gram

PROBLEM

KNOW

Up

The - 1 broccoli’s gram’s Price is displayed.

TAKE
Out

3 Touch The button
You can get The price sticker.

영역 1
840 x 430 mm

SOLUTION

I don’t know
How much it is.
!

?

?

In one place & At a time

Most of vegetable in vegetable corner cost
by scale. Customer have no idea how much
is it going to be before customer actually scale
them. So inconvinence situations happen such
as put vegetable more in or take some out.

YourYour
entryentry
301-1-164198
Entry-ID
1.0 product
Topics
1.17 Industry / Skilled Trades

Project
MINUS

MINUS will show you how much weight you picked
out of the box. And the scale will calculate how much
it is going to be.

Concept
Name of entry

Designer
Youngsub/Song
Hyunsub/Shin
JaeHyuk/Lim
Il-Hyun/Kwon

Student/s
First name / Last name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roduct Design

Emall
University
sys910420@naver.com
Name of university
hyunsud@naver.com
City / Country of university
hyuk8915@gmail.com
Department
kih0501@naver.com

영역 2
840 x 64 mm
영역 3
840 x 50 mm

더 알아보기

관련 문의

지금 참여하기

Serena Lin (대만지사)
전화 +886.2.27667007 | 이메일 talent@ifdesign.de
www.ifworlddesignguid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