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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를 통해 본 디자인 분야의 눈부신 약진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은 약 1 만개에 가까운 출품작 수를 기록하며 접수를 

마감했다. iF 라는 브랜드에 대한 전 세계 디자인 커뮤니티의 두터운 신뢰를 증명한 

놀라운 결과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에는 혁신적인 디자인 성과를 증명하고 선보이기 위한 기회를 

잡으려는 세계 여러 국가의 기업과 디자이너, 중소 규모 에이전시나 건축 스튜디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들이 참가했다. 지난 해 총 7,300 여개 출품작이 접수되었던 

기업 어워드에 올해 55 개 국가로부터 약 1 만개의 제품 및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iF 의 최고경영자 랄프 비그만 회장은 "이번 결과는 iF 브랜드가 참가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자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조적인 개편과 콘텐츠 개발 등 더 나은 디자인 어워드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iF 팀과 디자인 네트워크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지금 시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참여를 보여 준 

참가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참가자들의 요구에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응답하기 위한 방안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부터 온라인 사전 선택 단계가 신설됐다.  이 단계에서 모든 출품작 중 

상위 50%만이 본심사에 진출하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폐기물과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고 참가자의 배송 비용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심사 결과를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iF 스코어 카드와 iF 심사 피드백 차트도 올해부터 추가됐다.  

사용자 경험 (UX) 부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부문도 각각의 독립적인 부문으로 

개편되어 총체적인 디자인 솔루션에 대한 분야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은 지난 2020 년 12 월 1 일까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www.ifworlddesignguide.com)를 통해 다음의 9 개 부문에 대한 온라인 

출품을 접수했다. 

 

 

http://www.ifworlddesignguid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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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 Experience / UX) NEW 

•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 UI) NEW 

 

주요 일정 : 

2020 년 12 월 1 일  출품 접수 최종 마감 

2021 년 1 월 18 일 – 22 일 심사 단계 1: 온라인 사전 선정(Preselection) 

2021 년 3 월 29 일 – 31 일  심사 단계 2: 본심사 (Final Jury)** 베를린 

2021 년 5 월 10 일  시상식 (베를린 프레드리히슈타트 팔라스트 예술극장) 

 

** 현재 독일 내 코로나 확산 및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올해 본심사는 온라인 상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심사 과정은 기존의 체계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iF 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심사 툴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iF 디자인 어워드 

1953 년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오늘날까지 산업과 일상 생활 속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뛰어난 품질의 디자인 성과에 대해 세계적인 명성의 디자인 

상과 인증을 부여한다. iF 수상 로고는 그 권위와 함께 탁월한 디자인을 보증하는 국제적인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출품작은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자인부터 건축, 

인테리어 및 프로페셔널 컨셉,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모든 수상작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홈페이지 

및 iF 디자인 앱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되며, 유수의 국제 디자인 이벤트에서도 디지털 

형식으로 전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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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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