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for Entries

Entry Deadline / Due Date of submission for Application Confi rmation Form

First screening period

Deadline for payment of fi rst screening fee

Notifi cation of the fi rst screening results

  Registration Period of the Second Screening information
    7월 4일 (목 )까지 : 전시 공간 신청  >>  상세 정보는 P05

Second screening period

Japan: Second screening panel (venue: Makuhari Messe, Chiba)

Hong Kong (China): Second screening panel (venue: AsiaWorld-Expo, Hong Kong)

  Korea: Second screening (Venue: Korea Design Center)
   8월 8일 (목 ) ~ 9일 (금 ) : 한국 2차 심사회 (장소 :코리아디자인센터 ) 

Taiwan: Second screening panel (venue: 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Deadline for payment of second screening fee

Notifi cation of the second screening results

Registration Period of the award acceptance information

Deadline for Letter of Consent (if applicable)

Announcement of award winners

Good Design Award PR period

Good Design Best100 Designer's Presentation, Special Award screening Panel (venue: Tokyo Midtown)

Deadline for payment of Award package fee

Good Design Award Ceremony, Grand Award Election, 

Announcement of Special Awards (venue: GRAND HYATT TOKYO)

GOOD DESIGN EXHIBITION 2019 (venue: Tokyo Midtown)

Good Design Special Awards Ceremony (venue: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Special Award Winners Only)

Publication of the Yearbook

Entry – First screening period

April 3

May 23

May 24 - June 26

June 18

June 27

Second screening period

June 27 - July 4

July 5 - September 3

July 30 - August 1

August 6 - 8

August 8 - 9

August 13 - 15

August 22

September 4

September 4 - 11

September 19

Announcement / Promotion

October 2

October 2 - November 4

October 9

October 18

October 31

October 31 - November 4

December 4

March 2020

GOOD DESIGN AWARD 2019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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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Good Design Award 
한국 2차 심사 관련 사항
Good Design Award의 2차 심사는 일본 , 한국 , 대만 , 홍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사회를 통해 진

행되며 각 심사디자인의 심사회장은 신청정보를 토대로 주최자가 결정하고 신청자 분들께 공지합니다 .

각국의 심사회장에서는 신청자가 전시하는 심사디자인 (원칙적으로 신청디자인의 현물 )과 신청 당시 등

록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위원은 신청디자인의 실물을 조작 , 체험하면서 신청정보

를 확인하고 해당 디자인의 의의 및 현물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심사합니다 . 2차 심사회는 비공개로 이

루어지지만 보충 심사로 심사위원과 신청자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대화형심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대화형심사는 필수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 2차 심사회 실시개요
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 6층 전시회장

         (우 :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344-1)

2차 심사회 기간 : 8월 8일 (목 ) ~ 9일 (금 )  – 비공개 (대화형 심사 이외 )

현물 반입 :  8월 7일 (수 ) 13시 ~ 16시

현물 반출 :  8월 9일 (금 ) 15시 ~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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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회 전시 관련 내용

Good Design Award 2차 심사에서는 전시회장에 전시된 디자인제품을 관찰 , 조작 , 체험해보고 신청

정보와 비교하여 해당 제품의 의의 및 실물의 적절함을 생각해보며 심사합니다 . 2차심사를 위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수적인 전시물은 반드시 전시회장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자료는 

임의사항입니다 . 

1. 전시물 관련
【필수】　　　　　　　　　　　　　　　　　　　　　　　　　　　【임의】　

A. 신청 디자인의 현물
· 신청 디자인의 현물을 심사위원이 자유롭게 조작 , 체험할 수 있는 상태로 전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실제 동작을 위해 전원 연결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전원을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필요한 경우 전시용과 체험용을 여러 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대상 이외의 전시물 (전시물 고정 부품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디자인이 아니라고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디자인이 제품 시리즈인 경우 반드시 전 제품군을 전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 사양 및 성능이 동일한 제품

군의 경우 제품 리스트 및 컬러 샘플 등으로 현물을 대체하여도 무방합니다 .

［현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2차심사는 원칙적으로 현물심사입니다 .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제품 등으로 전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제품의 최종결과물과 동일한 사양 및 기능을 가진 시제품 등으로 전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결과물과 다른 시

제품일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정 후일지라도 심사 당시와 다른 사양변경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B. 현물의 대체품 (A1 세로 사이즈 패널 1장 )
· 대형제품 등 전시회장에 반입이 어려운 신청 디자인이나 서비스 , 시스템 등 무형의 신청 디자인은 신청 디자인의 

개요 및 디자인 포인트를 A1 세로 사이즈 패널 (H841mm ×W594mm／스티렌보드에 접착 , 두께 5mm) 1장에 

정리하여 현물의 대체물로 전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반입 가능 사이즈
원칙적으로 신청디자인 1건당 폭 3칸 × 깊이 3칸 이내 (테이블 전시는 폭 3칸 × 깊이 1칸의 평면에 설

치할 수 있는 대상 (신청사이트 상에서는 1칸이 1m이지만 한국 심사회장의 경우 700mm가 1칸 )으로 

반입 및 설치 시 특별한 공사 및 보강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신청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위의 규격을 넘는 

사이즈의 전시물일 경우 따로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A. 신청 디자인의 현물

B. 현물의 대체품 (A1 세로 사이즈 패널 1장 )

보충자료
영상 및 모형 , 사용
상황을 구축하기 위
한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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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번호 라벨 부착
2 차심사 과정에서 전시물을 이동시킬 수도 있으므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시물에 심사번호를

기재하거나 라벨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라벨은 뒷면 등 심사 시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 붙여주시고

대형기기 등 거의 이동이 불가능한 신청 디자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전원 연결
전시회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전원을 연결해두지만 운영사무국이 손쉽게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반입 시 조작방법을 적은 매뉴얼 등을 사무국 직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

다 )

5. PC · 태블릿 · 영상기기 등의 전시
추가로 반입하고자 하는 기기가 있는 경우 다시 전원을 켜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로그인 ID · PW 및 

조작방법을 A4 사이즈에 정리하여 반입 시 사무국 직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심사회장 출입 관련
2차심사는 비공개로 실시되므로 기업 관계자 분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심사 첫날에 실시되는 대화형심사일에는 ‘심사내용을 설명할 기업 관계자 1명’ 만 주최자가 지정한 대화

형심사 시간동안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록 및 다른 목적으로 인한 관계자 동반은 불가합니다 .

Physical products and supplementary material

Physical products only
Substitute of the 
physic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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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심사
Good Design Award는 올해도 신청자와 심사위원이 직접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대화형심사’를 실시합니다 .

1) 대화형심사의 개요

· 대화형심사는 한국 2차 심사회 첫 날 (8월 8일 )에 실시됩니다 .

·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이므로 필수 참가항목은 아닙니다 .

· 신청기업별로 실시시간을 지정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시간에만 입장가능 )

· 실시시간 등의 상세 내용은 7월 하순 경에 발표됩니다 .

2) 대화형심사의 기본방침

· 대화형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설명자는 신청디자인 1건당 한 명으로 합니다 .

· 복수의 디자인을 신청하신 경우 한 명의 설명자가 여러 디자인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대화형심사 시간은 디자인 1건당 3분 이내 (통역시간 포함 )로 합니다 .

　(해외 심사위원을 위해 주최자가 지정한 통역사를 통해 실시합니다 )

· 대화형심사에 필요한 보충자료 및 기기 (프레젠테이션 자료 )는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대화형심사 순서

· 신청사이트를 통해 참가 여부 및 설명자 등의 필수항목을 등록합니다 .

· 2차 심사회 첫 날 (8월 8일 )에 주최자가 지정한 시각에 심사회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 심사회장 입구에서 접수 후 본인의 신청 디자인 앞에서 대기합니다 .

· 심사위원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므로 순서가 되면 심사위원에게 신청 디자인에 관해 설명합니다 .

· 심사위원과의 대화형심사 종료 후 신속하게 심사회장에서 퇴장합니다 .

4) 대화형심사 내용

· 대화형심사에서는 3분 정도 (통역시간 포함 ) 신청 디자인에 관련하여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 심사위

원의 요청에 따라 설명이 단축될 경우도 있습니다 .

5) 대화형심사 참가 시 주의사항

· 심사회장에 입장하실 경우 반드시 ‘대화형심사 등록증’이 필요하며 해당 등록증은 사전에 신청사이트에

서 출력하여 명함을 첨부하신 후 전시회장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

· 심사 사정상 예상시간보다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으니 미리 양해말씀 부탁 드립니다 .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녹음은 금지합니다 .

· 다른 신청 디자인의 대화형심사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는 주의 부탁 드립니다 .

·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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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간 신청
2차 심사회를 위한 현물 설치 관련사항을 7월 4일 (목 )까지 온라인 신청사이트 ‘2nd Screening Information’

에 등록해 주십시오 . 

기본 전시공간 : 한 칸 당 700mm * 700mm

필요 면적을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해주십시오 .(신청사이트 상의 1m를 700mm로 생각해주십시오 .)

기본 이외에 추가되는 700mm * 700mm당 17,280엔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

［바닥 전시 (Floor placement)］ 또는 ［테이블 전시 (Table placement)］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

전기료 , 대여비품 관련 사항

전원이 필요하거나 대여비품을 사용하실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심사 후 모두 일본 엔으로 청구 ) 

전기공사 및 전기료 (유료 )

전원이 필요한 경우 연장코드 및 멀티탭 등을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 .

전기용량

대여비품

바닥 전시
Install on the fl oor

* 좌우 , 뒷편에 따로 분리벽이 없으니 후면은 깨끗하게 유지 부탁드립니다 . 

* 앵커를 박을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설치해 주십시오 .

테이블 전시
Install on the table

* 좌우 , 뒷편에 따로 분리벽이 없으니 후면을 깨끗하게 유지 부탁드립니다 .

* 전시대에 구멍을 뚫거나 접착 등은 할 수 없으며 전시대가 훼손된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5인치 모니터 ＋ DVD(노트북으로 변경 ) 

0.5kw 이하인 경우

패널스탠드

1.0kw 이하인 경우

인터넷 이용비용

비용：약 360,000원 (심사 후 일본 엔으로 청구 )

7,500엔

2,000엔

12,900엔

무료

유료：테이블 하나당 6,48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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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회장 반입 및 반출 관련 내용

일시

반입 및 반출 시간 엄수 부탁 드립니다 . (시간외 심사대상에서 제외 )

현물 반입 : 8월 7일 (수 ) 13시 ~ 16시

현물 반출 : 8월 9일 (금 ) 15시 ~ 17시

장소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 6층 전시회장
주소 : (우 :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344-1)

전시회장으로 오시는 길

주차요금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반입경로 안내

반입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은 현물 :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6층 전시회장으로 반입

큰 현물 : 1층 외부 주차장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9호기 )를 통해 6층 전시회장으로 반입

(화물 엘리베이터 사이즈 가로 *세로 * 깊이 : 180*200*270(센티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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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장 입장

반입일 당일에 2차심사회장 입구에서 필요한 수만큼 입장배지를 배포할 예정입니

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사이트의 신청대상 정보를 프린트하셔서 당일에 입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 , 반출 절차

반입 ( 8월 7일 (수 ) 13시∼16시 )
1. 접수   접수 카운터에서 설치장소를 확인합니다 .

2.설치  지정된 장소에 직접 2차 심사현물을 설치합니다 .

            ※ 분실방지를 위해 심사번호 라벨을 심사에 방해되지 않는 곳 (뒷면 등 )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3. 보고  접수 카운터에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4. 확인  현장직원과 함께 설치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5. 완료  현장직원이 발행한 2차 심사현물의 ‘설치확인증’을 받으면 반입이 완료 됩니다 .

            ※ ‘설치확인증’은 반출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출 (8월 9일 (금 ) 15시 ~17시 )
1. 접수   접수 카운터에 ‘설치확인증’을 제출합니다 .

2. 확인   현장직원이 2차 심사현물과 ‘설치확인증’을 비교 확인합니다 .

3. 반출   2차 심사현물을 반출합니다 .

※주의※

접수대상을 심사회장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실 수 없습니다 . 

(사무국은 보관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며 반입대행도 불가능합니다 .)

차량으로 반입 및 반출하실 경우 현장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장에는 카트나 공구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전기제품일 경우 콘센트에 연결하기 위해 멀티탭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직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 및 반출 작업 시 준수사항

전시회장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

앵커볼트 , 못 , 압정류를 박는 행위

굴착 , 절단 , 가스 용접

페인트 등 도료의 직접적인 살포

접착제 도포를 통한 접착

커터 나이프 등을 특설시설에 맞추는 공사

기둥 등에 철사 및 끈류를 묶는 행위

간판 등을 지지물로 이용하는 행위

기타 시설을 파손할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

화기기구 및 불꽃을 만드는 기계류를 전시회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작업 중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측에 알려주십시오 .

반입 시 발생하는 빈 종이박스나 스티로폼 등의 보관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반입 및 반출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각자 가지고 돌아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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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차 심사 이후의 일정

［ 2차 심사 ~ 선정 발표］

2차 심사결과는 9월 4일 (수 ) 13:00에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 

디자인은 10월 2일 선정발표일에 선정이 확정되며 9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선정발표준비기간으로 신청자는 

10월 2일 주최자의 선정발표 전에 선정사실을 공표하실 수 없습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 디자인의 경우 ‘선정디자인 전시회’ 참가와 ‘선정연감’ 게재가 필수요건입니다 .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 디자인의 

신청자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공개정보 / 선정디자인 전시회 전시 / 연감게재 정보’를 신청사이트에서 수정 및 등

록해주십시오 .

10월   2일 (수 ) 선정디자인 발표 (Good Design Award · BEST100 · Longlife Design Award) 【언론매체 관계자만】

10월   2일 (수 ) – 10월 25일 (금 ) 우리가 뽑은 Good Design 대상 2019(가칭 )   장소 : 도쿄 미드타운 DESIGN HUB

10월   9일 (수 ) Good Design Best100 Designer's Presentation, Special Awards Screening Panel

 장소 : 도쿄 미드타운 CONFERENCE

10월 31일 (목 )  선정디자인 축하행사 · 대상선출   장소 : 그랜드 하얏트 도쿄  【선정디자인 관계자 /언론매체 관계자만】

　　　  　　　　 　특별상 발표 (Grand Award, Gold Award, Good Focus Award)

10월 31일 (목 ) – 11월 4일 (월 /공휴 ) GOOD DESIGN EXHIBITION 2019  장소 : 도쿄 미드타운

12월   4일 (수 )  특별상 시상식   장소 : 국제문화회관  【특별상 수상자 /언론매체 관계자만】

2020년 3월 선정연감 발간 (예정 )

2019년도 GOOD DESIGN AWARD 선정디자인 전시회 

【모든 선정 디자인 참가 필수】

명칭　GOOD DESIGN EXHIBITION 2019

일시　2019년 10월 31일 (목 ) – 11월 4일 (월 /공휴 ) 

장소　도쿄 미드타운

2019년도에 선정된 모든 디자인을 소개하는 행사로 전시회 첫 

날에 대상 · 금상 · 특별상을 발표하며 전시회 기간 중에 선정자 /

심사위원 오프닝 토크 , 워크샵 등의 체험이벤트 등도 개최합니다 .

2019년도 GOOD DESIGN AWARD 선정디자인 축하행사

【선정디자인 관계자 /임의참가】

날짜　2019년 10월 31일 (목 ) 13:30－17: 30 ［예정］

장소　그랜드 하얏트 도쿄 (Roppongi Hills)

2019년도 GOOD DESIGN AWARD 선정자가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축하행사입니다. 당일에는 표창식 및 특별상 발표, 대상선출

회, 발표를 동시에 실시하며 표창 받으실 경우 표창장도 수여합니다.

선정연감 ［GOOD DESIGN AWARD 2019］ 

【선정디자인 1건당 1권 증정】

모든 GOOD DESIGN AWARD 선정디자인을 망라한 공식연감

으로 GOOD DESIGN 대상을 비롯한 특별상 수상작 및 ‘GOOD 

DESIGN · BEST100 ’ , 아시아권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의 디자인들이 수록됩니다 .

선정디자인의 전시공간은 2차심사 때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유용하여 전시하실 예정일 경우에는 주의 부탁드립니다 .
Good Design Award 선정 디자인：신청 가능한 공간은 각 제품당 1칸
　테이블 /바닥 전시 600mm × 600mm, (일부 ) 테이블 전시 400mm × 400mm, A1 세로사이즈 패널 1장 중 하나
BEST100 선정 디자인： 공간 추가 가능 . 단 , 2칸 이상 시 추가비용 발생
　1칸 사이즈：테이블 /바닥 전시 모두 900mm × 900mm
※ 위 사이즈 내 패널 이외의 전시공간에는 해당 디자인의 설명문을 게시합니다 .
※ 사이즈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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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ESIGN BEST100에 선정된 경우

Good Design 선정디자인 중 미래를 선도하는 디자인 , 미래를 시사하는 디자인 100건을 ‘Good Design 

BEST100’ 으로 선정합니다 . 해당 100건 중에서 특별상을 선정하며 대외적으로도 크게 홍보합니다 . 선정

되실 경우 트로피 증여 및 다양한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관련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GOOD DESIGN BEST100 디자이너 프레젠테이션 참석

GOOD DESIGN BEST100 선정되시면 10월 9일에 도쿄 미드타운 컨퍼런스 (일본 도쿄 롯본기 )에서 개최

되는 ‘GOOD DESIGN BEST100 디자이너 프레젠테이션 (공개심사 )’ 에 참석하셔야 하며 해당 프레젠테이

션은 특별상 심사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

선정디자인 전시회 관련 조정

GOOD DESIGN BEST100 선정되면 10월 31일부터 열리는 선정디자인 전시회에서 해당 제품의 우수한 점

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하오니 가능한 현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시 및 체험을 위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사이트와 기타 GOOD DESIGN AWARD 관련 문의 :

공익재단법인 일본디자인진흥회 GOOD DESIGN AWARD 사무국 (Japa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Tel: 02-557-7615 (8월 9일까지만 운영 )

E-mail: info-e@help.g-mark.org (일본어／영어 대응가능 ), info-k@g-mark.org (한국어 대응가능 )

5th fl oor, Midtown Tower, 9-7-1 Akasaka, Minato-ku, Tokyo 107-6205 Japan
*문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