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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자인 탤런트 02
참가 정보 및 접수 안내
미래의 디자이너들을 위한 절호의 기회
iF의 모든 학생 어워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가 시작됩니다.
iF 디자인 탤런트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각각 4개의 주제로 어워드가 진행됩니다.
어워드 종류는 통합하고 횟수를 늘려, 참가자들이 특정 주제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17년의 두번째 어워드 (iF 디자인 탤런트02) 에서는 네 가지의 실질적인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심사위원이 선정한 최고의 출품작들에 대해서는 주제마다 각 5,000 유로 규모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가 정보
모든 디자인 관련 전공 학생들과 졸업 2년 이내의 현직 디자이너들이라면
누구든 iF 디자인 탤런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참가 요건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작품을 복수 출품 할 수 있으며, 출품작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개 이상의 주제에 대해 동일한 출품작을 여러 개 중복 출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품 분야는 제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서비스 디자인 등이며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iF 디자인 탤런트 2017의 참가 비용은 무료입니다.
참가 접수 마감은 2017년 6월 20일 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수상 혜택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로고 및 수상증명서
n
n

iF 수상 로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iF 수상 증명서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

iF 학교 랭킹
한 출품작에는 한 곳의 학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이 상을 받을 경우 해당 학교는 iF 학교 랭킹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수상하신 출품작은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수상작
온라인 전시인 Design Exellence에 무기한 수록됩니다.

함부르크 iF 디자인 전시
수상작은 함부르크에 위치한 iF 전시장에서
1년 동안 디지털 전시가 진행됩니다.

iF 디자인 앱
모든 수상작들은 iF 디자인 모바일 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7만 여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iF 언론 홍보
수상작을 알리고 광고할 수 있도록 iF가 언론 홍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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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주제
학생들과 디자이너들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1. Smart Homes, Connected Cities – Visions for Cities and Citizens
집과 도시를 더 안전하며, 효율적이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인간의 활동에 즉각 반응하는 스마트 기술의 디바이스들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열고 잠기는 문이나 게이트,
자동차의 출입을 감지하는 주차 시스템과 같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새로운 방식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2. Public Value, Life & Humanity – Living Together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세요.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신도시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젝트가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3. Micro Apartments – Maximizing Small Space
작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소형 아파트 컨셉을 디자인해 보세요.
경제적인 이유들로 소형 주거공간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형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거 공간이 직면하는 과제는 최대한 작은 면적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최대한의 기능성을 갖춘 주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4. Future Healthcare – Using Technology to Keep Us Healthier
더 나은 미래의 헬스케어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인류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발전하는 기술, 새로운 디지털 도구와 각종 서비스, 다양한 정보를 통해
우리의 건강 관리 방식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것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심사 기준
출품작이 다른 작품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다음의 심사 기준들을 만족시킨다면
iF 디자인 탤런트 어워드의 수상작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혁신성 + 완성도
n
n
n

혁신성
완성도
독창성

심미성
n
n
n
n

심미성
감성적 요소
공간 개념
환경과의 조화

n
n
n

사용가치 및 사용성
인체공학
실용성
안정성

n
n
n
n
n

기능성
n

책임과 의무

포지셔닝
n
n

타겟 적절성
차별화

n

인간 존엄성
개인에 대한 존중
공정성과 평등함
환경기준 및 탄소배출량 고려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공공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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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일정
참가 접수 마감

2017년 6월 20일

심사 진행

2017년 7월 6일 - 8월 4일 까지

수상작 발표

2017년 8월 중순

수상작 공개

2017년 9월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Design Excellence
수록 및 iF 디자인 앱, 언론 보도

iF DESIGN TALENT AWARD 2017 (02) 접수 방법
1

my iF 로그인

My iF 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하세요.
다음의 모든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만 “Register now”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2

[ Basic Data ] 기본 정보 입력

n
n
n
n

출품작 이름
출품작 종류
참가 주제 선택
기본 정보 저장

3

[ Images ] 이미지 업로드

출품작 대표 이미지 1-2 장 업로드 (JPG 형식, 용량 최대 5MB, 크기 15 megapixel 이하)

4

[ Address Data ] 기업 정보 입력

한 곳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경우, 접수하는 출품작을 작업한 시점에 소속된
학교 정보를 입력하세요.

5

[ Additional Media ] 기타 정보

n
n
n
n

영문 텍스트나 설명 (띄어쓰기 포함 최대 650자)
PDF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 참조)
영문 재학증명서 (졸업 2년 이내의 경우 졸업증명서)
영상 (선택사항, 3분 이내)

2017 스폰서 기업

더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 출품하기

관련 문의
iF 한국지사
전화 02.517.6426 | iFkorea@ifdesign.de
www.ifworlddesign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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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작성 가이드
포스터 영역 별 안내

포스터 관련 기타 사항

가로 A1 사이즈 (840 x 594 mm)에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작성하세요.

n

n

영역 1 (840 x 430 mm)
출품작 설명 및 이미지:
디자인 및 구성은 자유지만 글과 그림을 통한
짧고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이 요구됩니다.

n

n
n

영역 2 (840 x 64 mm)
참가자·팀 정보:
폰트크기 대문자 기준 20pt
n
Your entry: Entry ID, 주제
n
Concept: 작품명
n
Student/s: 이름, 성
n
University: 소속 (학교명),
(학교가 위치한) 도시 / 국가, 학과

n
n

사이즈 및 형식:
DIN A1, 가로방향 (가로 840 mm x 세로 594 mm)
폰트 사이즈: 설명글과 데이터 20 pt
폰트:
Frutiger 또는 Arial, Franklin Gothic, Futura,
Helvetica, Univ ers 등의 sans serif 폰트로 작성
이미지 해상도: 300 dpi ( 100% positioning )
데이터 형식: PDF-X3파일
(Mac, Windows 등 모두 호환 가능한 파일로 제출)
파일 사이즈: 최대 5 MB
색상 모드: RGB

제출한 출품작 정보와 포스터는 정확성과 완성도를 간략히
검토한 후에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수상 시에는 작성하신 출품작 설명 텍스트와 이미지가
웹페이지와 iF 디자인 앱에 게시되며 수상작 관련
언론 보도 자료에 활용됩니다.

영역 3 (위, 아래 각 840 x 50 mm)
인쇄 및 제본을 위한 위, 아래 여백입니다.

영역 3
840 x 50 mm

영역 1
840 x 430 mm

Your entry

Concept

Student/s

University

Entry-ID
Topics

Name of entry

First name / Last name

Name of university
City / Country of university
Department

영역 2
840 x 64 mm
영역 3
840 x 50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