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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2 월 5 일, 독일 하노버 

iF 디자인 어워드 2020, 대망의 수상작 공개 

 

약 20 여개 국가에서 초청한 78 명의 디자인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iF 

디자인 어워드 2020 의 수상작이 모두 결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2020 년 1 월 21 부터 23 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3 일간의 심사 과정을 마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 56 개 국가가 참가한 이번 

어워드에는 지난 해 보다 1,000 개 가량 늘어난 숫자인 약 7,298 개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의 면밀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약 1,453 개 

기업 및 참가자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0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은 75 개 수상작이 ‘iF 골드 어워드’  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0 에서는 제품,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부터 서비스 

디자인,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페셔널 컨셉까지 총 7 개 분야를 총망라한 

출품작들이 한데 모여 심사위원에게 선보여졌다. 심사가 치뤄진 슈펜 52 

(Schuppen 52)는 독일제국시대부터 함부르크항 중심을 지켜온 물류 창고를 

개조한 공간으로, 6,000m²에 달하는 규모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디자인 행사인 iF 디자인 어워드 심사의 무대가 됐다.  

 

한편 모든 수상작들은 오는 2020 년 5 월 4 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 디자인 

어워드 나이트 시상식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번 시상식은 

iF 가 최초로 독일 베를린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는 첫 행사로, 세계 최대의 

이벤트 공간 중 하나인 프리드리히슈타트 팔라스트 (Friedrichstadt-Palast) 

예술 극장에서 진행된다. 또한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전시 공간인 카페 

모스코우(Cafe Moskau)에서는 2020 년 5 월 2 일 부터 10 일까지 여러 

테마의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iF 디자인 어워드 2020 의 수상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0 

 

 7,298 건의 출품작 접수 (지난 해: 6,375 건) 

 총 56 개 국가로부터의 출품 접수 (지난 해: 50 개국) 

 총 7 개 부문 

 1,453 개 기업 또는 참가자 수상 

 75 개의 iF 골드 어워드 선정 

 

 

참고: iF 디자인 어워드 2019 심사 현장 스케치 영상 

https://youtu.be/5BF00c9d9QQ 

 

 

iF 디자인 어워드 관련 정보 

 

지난 67 년간 우수한 디자인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디자인 산업의 조력자로 

인정받아온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있고 잘 알려진 

디자인상 중 하나로 꼽히며, iF 로고는 그 권위와 함께 탁월한 디자인을 

보증하는 국제적인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다. 출품작은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및 프로페셔널 컨셉 부문에서 

경쟁하여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매년 모든 수상작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홈페이지 및 iF design 앱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되며,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디자인 전시에서도 당해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 

 

 

 

수상작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및 문의: 

 

Annegret Wulf-Pippig 

미디어/홍보 책임자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Bahnhofstrasse 8 / 30159 Hannover 

전화: +49.511.54224-218 

이메일: annegret.wulf-pippig@ifdesign.de 

www.ifworlddesign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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