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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자인 어워드 2021 최종 라운드 진출작 공개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심사의 첫 단계인 온라인 사전 선정(Online Preselection) 

결과가 공개됐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출품작에는 오는 3 월 최종 결선인 iF 본심사에 

진출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에는 전 세계 약 52 개 국가로부터 1 만여 개에 이르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전체 출품작 중 뛰어난 평가 점수를 받은 상위 50%의 

프로젝트만이 1 차 사전 선정을 통과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최고 수준의 디자인 전문가 91 인으로 구성된 iF 국제 심사위원단은 새롭게 개발된 iF 

디지털 심사 툴(iF digital jury tool©)을 활용해 4 일 간의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단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2.118 개의 기업과 디자이너, 스튜디오, 건축 및 

인테리어 에이전시는 iF 본심사에서 수상작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2021 년 3 월 29 일부터 31 일로 예정 된 iF 본 심사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올해만 이례적으로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 라운드에서는 다시 

한번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들의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여부 및 iF 골드 

어워드 수상자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해 약 7 천 300 여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됐던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올해 

1 만여 개의 출품작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디자인 심사가 치뤄졌다. 

 

랄프 비그만 (Ralph Wiegmann ) iF 회장은 “올해 결과는 디자인 상으로서 iF 의  

선두적인 위치, 공정한 브랜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보내 준 진정한 신뢰와 지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iF 를 성원한 모든 참가자와 

파트너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는 “시스템 발전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각 국의 iF 팀은 물론, iF 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디자인 네트워크 덕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새로워진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더욱 유용하고 실질적인 참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온라인 사전 선정 단계가 도입됐다. 전체 출품작 중 1 차 사전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0%만 최종 단계인 본 심사에 참여하는데, 참가자들은 배송 및 물류 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 배송 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출품 

부분에는 디자인 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부문이 추가되면서, 보다 총체적인 디자인 솔루션의 출품 범위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변경 및 개발된 심사 기준과 iF 스코어 카드, 피드백 차트는 모든 

참가자에게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출품 부문 

• 제품 디자인 (Product Design)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Communication Design) 

• 패키지 디자인 (Packaging Design) 

• 건축 (Architecture) 

• 인테리어 (Interior Architecture) 

• 프로페셔널 컨셉 (Professional Concept) 

• 서비스 디자인 (Service Design) 

• 사용자 경험 UX (User Experience) *신설 

•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User Interface) *신설 

 

 

iF 디자인 어워드 소개 

1953 년 부터 iF 는 산업과 대중, 일상을 연결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 서 왔다. iF 라벨은 디자인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국제적인 

상징으로 통용되며,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디자인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터 서비스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및 프로페셔널 컨셉, UI, UX 에 이르는 디자인 전 분야의 모든 

수상작들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iF design 앱에 게시되며, 각종 

국제 디자인 이벤트에서도 디지털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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