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2021_01(상반기) 참가안내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위한 최고의 기회
디자인 분야 학생들에게 있어 국제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를 통해 세계 디자인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컨셉을 모두에게 선보이고 실력을 검증할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2021_01 상반기 라운드 접수 마감은 2021년 2월 2일 까지 입니다.

공모 주제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에서는 세계 사회가 직면한 우선순위로 UN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의 15개 의제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세계가 마주한 과제들에 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동참 해 보세요!

심사 및 수상
전 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고의 컨셉을 선정하여
총 5만 유로 (라운드 당 약 2만 5천 유로) 규모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참가 자격
모든 디자인 관련 전공 및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원)생들과 졸업 2년 이내의 현직 디자이너들이라면
누구든지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정보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작품을 복수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작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출품작을 여러 개 또는 여러 카테고리에 중복해서 출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품 분야는 제품, 어플리케이션, 인테리어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비스까지 모두 가능하며
출품작은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
출품 과정의 모든 내용과 심사자료 프레젠테이션 보드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n
n

참가 및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참가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www.ifworlddesign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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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혜택
수상 로고 및 수상증명서
n iF 수상 로고 (My iF에서 다운로드 후 무기한 활용)
n iF 수상 증명서 (My iF 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모든 수상작은 iF의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인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에 무기한 수록됩니다.
iF 디자인 전시
모든 수상작은 중국 청두에 위치한 iF 디자인 센터
전시장에 디지털 및 포스터 형태로 전시됩니다.

모바일 iF 디자인 앱
모든 수상작은 iF Design 모바일 앱에 개제됩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 11만 7천 3백여 명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수상작과 수상팀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iF가 국내외
다양한 채널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지원합니다.

공모 주제 카테고리: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1-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2021_01 참가 안내

3 페이지

심사 기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아래의 스코어카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위원들은 각 출품작에게 아래 5 가지 새로운 심사기준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며,
뛰어난 평가를 받은 출품작은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 2021_01의 수상작으로 선정됩니다.

[스코어카드 예시]

문제 해결

평균 점수

Problem-solving

50/100

유익한 경험

도덕·윤리적 기준

Beneficial experiences

Moral-ethical standards

100/100

경제성

연대 및 결속

85/100

55/100

Economic calculation

문제 해결

관련 문제를 해결 또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가?
n
n
n
n

혁신성
완성도
독창성
사용가치 및 사용성

유익한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가?
n
n
n

긍정적인 경험과 재미
심미적 가치와 분위기
안정성과 편안함

25/100

315/500

Solidarity

경제성

소요비용과 부가가치가 균형을 이루는가?
n
n
n
n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실행가능성 및 구현의 용이성
장기적 관점
수익성

연대 및 결속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가?
n
n
n

전통과 문화, 구조에 대한 고려
공공성, 관련 집단에 대한 관심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식

도덕·윤리적 기준

도덕·윤리적 기준에 부합하고 이를 향상시키는가?
n
n
n
n

인간 존엄성
정의와 공정성
환경적 기준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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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접수 마감

2021년 2월 2일

심사 진행

2021년 3월

수상작 개별 통보

2021년 4월

수상작 공개

2021년 5월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및 iF 디자인 앱 수록
언론 보도자료 배포

출품 방법
1
my iF 로그인

my iF에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합니다.
아래에 안내 된 모든 탭을 작성해야만

접수를 위한 ‚Register now‘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n

2
[Basic] 탭 : 기본정보

3
[Images] 탭 : 대표 이미지

4
[Address] 탭 :
참가자 및 학교정보

n
n

Name of your entry : 출품작 이름을 입력합니다.

카테고리 선택 : 15개 주제 중 출품작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Type of your entry: 출품작 종류를 입력합니다.

n

Basic 탭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n

출품작을 잘 나타내는 이미지(JPG)를 1 장 또는 2 장 업로드 합니다.

n

대표이미지에는 설명글 텍스트를 포함할 수 없으며, 패널 형식이 아닌

반드시 출품작의 형태, 소재 및 개념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렌더링 이미지나

실제 촬영 이미지, 또는 시나리오 다이어그램 이미지 등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n

이미지는 각각 최대 5MB 이하, 4:3 비율의 가로방향으로 제출하세요.

n

만약 하나 이상의 학교에 소속되었던 경우, 접수하는 출품작을 작업 한 시점의
학교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n

4인 이하 팀으로 출품하는 경우, 반드시 University 항목의

responsible designers 란에 팀원 명단과 정보를 입력하세요.

심사자료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Additional Media 탭 :
심사 자료(Presentation Poster)
및 증빙서류

n
n

출품작 설명

심사용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최대 2페이지까지)
*심사는 주로 프레젠테이션 포스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n

영문 재학증명서 또는 영문 졸업증명서

*팀 참여 시, 모든 팀원의 학교명과 재학 연도 또는 학년이 포함된 증명서를 1개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n
n

프로젝트 지도교수 또는 지도자 정보 (선택사항)
영상 참고자료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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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작성 방법
가로방향 A1 사이즈 (840 x 594 mm)에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작성합니다.
영역 1 (840 x 430 mm)

영역 3 (840 x 50 mm)

영역 2 (840 x 64 mm)

포스터 관련 기타 준수 사항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작품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합니다. (영역 내 디자인 및 구성은 자유)

폰트 크기는 대문자 기준 20 pt로 작성합니다.
n
n
n
n

포스터 위, 아래 부분은 인쇄 및 제본을 위한 여백으로
비워둡니다.

A1 사이즈, 가로방향 (가로 840 mm x 세로 594 mm)
이미지 해상도: 300 dpi (100%)
데이터는 PDF/X-3 파일로 업로드
파일 용량: 5 MB 이하

n

Your entry: Entry-ID, 공모 주제(카테고리)
Concept: 작품명
Student/s: 이름, 성 (팀일 경우 팀원 모두)

n
n
n

University: 소속 학교명, 학교가 속한 도시/국가, 학과명
예) iF University
Seoul /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색상 모드: RGB
설명글 및 데이터 입력 시 폰트 사이즈: 20 pt
폰트: Frutiger, Arial, Franklin Gothic, Futura,
Helvetica, Univers 등의 Sans Serif 폰트로 작성

n
n
n

영역 3
840 x 50 mm

Pecu.
stuﬀed with meaning

Once an unwanted material, stuﬀed animals
are given a new life by the stories that they
hold. Every Pecu toy is unique, a patchwork of
parts that makes it a one-of-a-kind item.

Story of Mr. Goose

1: Consumption of Waste
Unable to discern plastic from food, they
unintentionally ingest plastic bits, over
time leading to their deaths.

PROBLEM: Stuﬀed animals does not embody the
issues faced by the animals they represent, moreover,
they end up as wastes which ends up aﬀecting the
habitat of the very animals they represent. How might
we close this ironic loop?

2: Foie Gras (France)
A delicary for their liver, they
are often force-fed in farms.

3: Gassing (Netherlands)
They are seen as pests especially near airports as they
hinder airplanes from landing and takeoﬀ.

SOLUTION: A DIY Kit that renews the life of a stuﬀed
animal in a way that enhances its value through the
stories it can tell. Through a fun activity of modifying
the stuﬀed animal, both parent and child will be involved in deeper discussions about human’s impact
on animals.

Your entry
Your Entry
Entry-ID
345-306373
Category
12 Responsible Consumption + Production

Stories are intentionally left vague for
parents to have the freedom to adjust the
narrative to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the child.
Overtime, they can add more complexity to
the story so that the stuﬀed animal grows
together with the child which allows them to
gain better awarenes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animal.

영역 1
840 x 430 mm

Children are able to personalise the
character in the e-book to become more
involved with the story of the animal.

Concept
Name of entry

Concept
Pecu

Student/s
Student
First name / Last
name
Stacey Yip

University
University
Name
of university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U Delft)
City /Delft
Country
of university
/ Netherlands
Department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영역 2
840 x 64 mm
영역 3
840 x 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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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후원기업

관련 문의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문의하세요.
Andrea van Velzen			
전화 +49.511.54224-217
andrea.van-velzen@ifdesign.de
www.ifworlddesignguide.com

더 알아보기
지금 바로 참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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