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ners from the Czech Republic 1995 - 2011 



 “Welcome to the red dot world of design...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5년부터 에센의 Design Zentrum Nordhein Westfalen의 주최로 시작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디자인 대회 중 하나이다. 국제적인 디자인 대회인“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자신의 
사업활동을 디자인을 통해서 차별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탁월한 디자인은 제품디자인, 커뮤니
케이션디자인 그리고 컨셉트디자인의 세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택된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수상자들에게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화려한 시상식 뿐만 아니라 레드
닷 소속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어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레드닷 디자인 연감사이트, 독일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레드
닷 디자인 박물관의 레드닷 에디션 전시회, 전 세계 순회 전시회, 레드닷 사이트 상의 프레젠테이션 등 많은 혜택을 
포함한다.

레드닷은 단순한 디자인대회 그 이상을 의미한다. 레드닷은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시키고 자극
한다. 또한 기업과 사회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신 디자인을 선보인다. 레드닷은 혁신의 정도, 기능성과
품질, 인간공학, 환경지속성 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결과를 도출한다.



... and the award goes to the Czech Republic! ”

체코에서 2000년도는 단지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새천년이 왔다는 의미 뿐 아니라 체코 디자인 발전의 중요한 전환기를 

의미한다.                                                                                                                                                                                                로 손꼽히
는 디자이너들의 특별한 세대는 체코 및 해외에서 지난 10여년간 두드러지게 알려져 왔다. 
몇 몇 디자이너들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포함 저명한 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체코 디자인의 성장과 혁신을 보여준다.

이 전시회의 목적은 한국 디자인 전문가들뿐 아니라 학생 및 대중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체코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들의 현재 업적을 소개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자 중에는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한국인 신지원과 러시아인 Vadim Kibardin 이 포함된다.
이번 전시회는 체코수상자들의 첫번째 전시회이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며, 좀 더 많은 상이 체코에 거주하는 디자
이너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Quality is not an act; 
  it’s a habit.”

    (Aristotle 384 - 322 b.c.)



Professor Dr. Peter Zec

지난 몇 년간 체코 디자이너들은 최첨단 기술과 탁월한 디자인으로 모든 연령에 어울리는 제품과 놀
라운 혁신성으로 세계적으로 큰 공헌을 하였고 그들은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가장 큰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국적 협력은 혁신적으로 뒤 따랐습니다.이번“red dot design award: winners from 
the Czech Republic”전시회에서 체코는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교
하고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상작인 동시에 성공한 제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디자인이 국가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공통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
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수상한 체코디자이너들과 제조사에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도와준 양국에게도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With inspired shapes and up-to-the-minute technologies, products that are relevant 
for all age groups and innovations that strike a chord worldwide, Czech designers 
have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in recent years. 
They have been the deserved winners of the biggest international design award several 
times in recognition of this contribution. And even the transnational cooperation 
that has ensued is innovative. 
At the “red dot design award: winners from the Czech Republic” exhibition, the Czech 
Republic has put its best foot forward in South Korea, presenting sophisticated and 
aesthetically pleasing products that have won prizes and – as a result – commercial 
success. 
This is once again proof that the presentation of good design unites people across 
nation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and can promote common interests. 
For this reaso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winning designers and manufacturers 
in the Czech Republic and to thank the organizers and supporters in both countries 
for the exemplary work they have done!



서울에서 개최되는“red dot design award winners from the Czech Republic 1995-2011” 
개최에 대한 매우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21세기 디자인은 지식경제시대의 핵심분야로써 통합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접목시켜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체코 
디자이너들은 체코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20번의 레드닷 디자
인 어워드를 통하여,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코 디자인은 디자인코리아 2007,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등 이외의 많은 매체를 통하여 한국
에 소개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들에게도 훌륭한 체코디자
인 작품들을 더욱 홍보하고, 양국의 디자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합니다. 

다시 한 번“red dot design award winners from the Czech Republic 1995-2011”전시 개최
를 축하 합니다. 감사합니다.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at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red dot design award 
winners from the Czech Republic 1995-2011”.
Design, as a central area of the knowledge economy, is creating new things from 
the combination of the existing general elements of business, service and experience 
through innovative imagination. During the last decade, the designers from the 
Czech Republic indicat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zech design has reached 
recently a new, much more competitive level. Twenty red dot design awards in all 
three categories represent an evident proof of the Czech design „success story“. 
The works by Czech designers have been introduced in South Korea in numerous 
exhibitions such as Design Korea 2007 as well as Seoul Design Olympiad in 2008. 
I do trust that the exhibition “red dot design award winners from the Czech Republic 
1995-2011“ will contribute to the further promotion of the Czech design masterpieces 
among Korean design professionals as well as general public and at the same time 
will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sig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nk you.

Professor Soon-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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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KODA AUTO a.s.
PASSENGER CAR

SUPERB
OCTAVIA
YETI
FABIA
ROOMSTER

Company History

www.skoda-auto.cz
www.skoda-auto.com
Škoda - Simply clever
e-mail: petr.toman@skoda-auto.cz

Tř. Václava Klementa 869
293 60 Mladá Boleslav
Czech Republic

Phone No.: +420 326 811 111
Fax: +420 326 721 328

ŠKODA AUTO a.s.

1895년 초 자전거 마니아였던 정비공 Václav Laurin와 서점 판 
매원 Václav Klement는 그들만의 디자인으로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했고 애국적으로 Slavia라고 이름 지었다. 

몇 년 후 1899년에 Laurin & Klement 는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 
작해 성공했고 몇 개의 경주에서도 우승했다. 
세기가 바뀌면서 오토바이 생산은 1905년 이후 점차 자동차의 
생산으로 변모했다. 오토바이와 같이 첫번째 Laurin & Klement의 
자동차인 Voiturette A는 크게 성공했으며 이후 체코자동차의 
전형이 되었다. 그리고 곧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1925년에는 필슨 Škoda와 결합해 Laurin & Klement 상표를 성 
공적으로 끝마쳤다.
1930년대 초반 자동차 사업은 또 다시 Škoda Group 내에서 분 
리 되어 별도의 회사로 정비 되었다. 그 이후 회사는 Škoda의 
인기로 돌파구를 찾았다.

1945년에서 1939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의 점령은 회사의 역사 
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민간을 위한 생산은 즉시 제한되 
었고 생산은 독일 제국의 요구에 의해서만 되었다. 전쟁의 종료 
직후 시작된 대규모의 국유화 과정에서 회사는 1946년에 AZNP
라는 공기업이 되었고,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변화 속에서 승용 
차 생산의 독점권을 취득하였다.

1989년 이후 Škoda의 운영진들은 노하우와 투자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해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 

1990년 12월에 정부는 독일 회사인 Volkswagen 그룹과 협력하 
기로 결정했다. 합작회사인 Škoda – Volkswagen는 1991년 4
월 16일 Škoda, automobilová a.s. 의 이름으로 시작하였고 
Volkswagen 그룹에서의 VW, Audi,  그리고 Seat.와 나란히 
네 번째 브랜드가 되었다.

1991년 이후 회사의 판매실적은 3배 이상 늘어났고 제품 포트폴 
리오는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Škoda Auto는 전 세계적으로 
24,700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Škoda Auto는 생산 시설을 
체코와 인도에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도 생산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존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회사의 성장 계획의 기초를 형성한다. 
훌륭한 자동차, 강력한 브랜드, 유능한 팀과 “simply clever ” 로 
혁신을 소비자의 이익으로 바꾸는 능력 등이 이미 성장을 위한 
조건이 마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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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best of the best 2010
red dot design award 2010 - product design

ŠKODA AUTO a.s.

PASSENGER CAR
SUPERB

GLASS MUSIC 
SUPERB
PETR ŠPATINA for ŠKODA AUTO 
Deutschland GmbH
CINEMA COMMERCIAL

SUPERB
독특한 트윈도어 덕분에 Škoda Superb은 해치백의 실용적인 장점뿐 아니라 세
단의 우아함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차별적인 디자인은 매력적인 차를 탄생시
켰고, 넉넉한 내부공간은 여행하는 동안 특별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Superb은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Škoda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운전자의 무릎
과 후면의 에어백(9개의 에어백) 주차보조장치 그리고 바이제논 헤드램프가 장
착되었다.

GLASS MUSIC
인공적인 사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유리잔 음악으로 광고음악을 만들었다. 
수백개의 물이 담긴 유리잔으로 이뤄낸 심포니는 체코의 음악가이자 예술가인 
Petr Špatina가 젖은 손가락으로 잔의 테두리를 두드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낸다. 정교한 기술로 그는 597개의 음을 만들어 냈으며 Škoda Superb의 모양 대
로 형상화 했다. 이 광고 영상은 1835리터의 저장 공간이 얼마나 조화로울수 있
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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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07 - product design
red dot design award 2006 - product design

ŠKODA AUTO a.s.

PASSENGER CAR

OCTAVIA
ROOMSTER

OCTAVIA
Škoda Octavia는 모든 새로운 관점에서 합리성을 추구하여, 최고의 기술을 합리
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 광범위한 종류의 엔진들이 운전자의 요구를 충족 
시켜주는 한편 넉넉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는 중형차로 꼽힌다. Škoda 자동차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Škoda 
Octavia를 이러한 특징으로 만들었으며 이미 300만대 이상의 Škoda Octavia 
생산을 완료했다.

ROOMSTER
이 자동차는 넓은 내부공간으로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날때 적합하다. 문화
행사를 즐기러 가거나 혹은 친구들을 방문하기에 충분하며 레저활동을 할때도 
손색이 없다. 강력한 구동력으로 인해 무엇이든 쉽게 옮길 수 있으며 역동적으로
매력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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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10 - product design
red dot design award 2008 - product design

ŠKODA AUTO a.s.

PASSENGER CAR

FABIA
YETI

YETI
새로운 Škoda Yeti은 독특한 디자인, 안전성, 기능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모델은 새롭게 개발된 엔진, 거친 지형에서 운전
하기 적합한 오프로드 체제, 전기제어 방식의 파노라마 선루프 수하물 공간의 
이동가능한 후크와 수평선반을 고정하는 픽싱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
고 있다. Škoda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SUV는 여러분의 도전과 넘치는 기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

FABIA
Škoda Fabia는 효율적인 소형차 부분의 기준을 마련했다. 높은 질의 기술과 최
첨단엔진은 탁월한 연비와 낮은 배기가스 배출을 하게 하며 또한 성능 대비 매력
적인 가격을 만든다. 안정성과 동일한 클래스 차량 중 높은 수준의 편안함은 
Škoda Fabia를 최근 몇 년간의 가장 성공적인 Škoda 차량 중 하나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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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09 - product design

SOLUTION X - FIX

CHILDREN’S CAR SEAT
KONCERN DESIGN STUDIO

Koncern Studio
U Šálkovny 4
147 00 Prague 4 
Czech Republic

MgA. Jiří Přibyl            +420 608 303 057
MgA. Martin Imrich   +420 604 614 061
Administration            +420 731 440 629

E-mail: studio@koncern.cz
www.koncern.cz

MgA. Martin Imrich MgA. Jiří Přibyl

Product

Company

2000년도에 Jiří Přibyl와 Martin Imrich에 의해서 설립된 체코의 디자인 스튜디오 Koncern은 Cybex 
Industrial 社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자동차시트인 솔루션 X의 디자인으로 명성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지난 2008년도에 선외 가작으로 인정 받았다. 이 상은 특별한 디자인을 가진 상품을 인정
하는 것으로 처음 주어 졌다. 
특별하고 안전한 컨셉의 모델 X는 이후 더욱 발전된 모델인 X-FIX로 진화 되었다. 이 새로운 모델은 유
럽의 가장 명성있는 소비자 테스트 기관인 ADAC, Auto, Motor und Sport 그리고 Autobild.de, 
Autobild 테스트에서 최고의 상을 받으며 인정 받았다. 신모델은 몸체가 가볍고 사용자 중심의 제품으
로 강화된 안전성과 더 나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2009년 German Stiftung Warentest 테스트에서 수상
한 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수상하였다.

스튜디오 Koncern은 Jiří Přibyl와 Martin Imrich의 두 디자이너에 의해 설립되었다.
스튜디오는 체코 뿐 아니라 세계적 제조회사들의 소비재를 위한 디자인을 했다. Koncern은 가구, 자
동차 액세서리, 조명설비, 판촉물, 섬유제품 그리고 유리 디자인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다. 
그들의 비영리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개념적 접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에서도 반영되어, 
평범한 양식을 탈피하고 각각의 프로젝트 마다 개념 통합성에 중점을 둔다. (개념 통합성: Conceptual 
Integrity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심개념들이 총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결합한 통일체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튜디오 Koncern은 비영리 프로젝트가 프라하의 Designblok, 국립미술관 베를린의 Designmai, 밀
라노의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등과 같은 다양한 전시회와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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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08 - product design

FLEXICAT SWIFT

TOOL FOR SURFACES FINISHING
FLEXICAT TOOLS AND ACCESSORIES

Flexicat Tools s.r.o.
Blanická 25 
120 00 Prague 2
Czech Republic

Phone/Fax: +420 225 096 904 
+420 775 029 398 

E-mail: marsalek@flexicat-tools.com 
www.flexicat-tools.com

Product

Company

모든 표면수리를 위한 완벽한 세트, 벨크로 시스템에 의해  닦고 액체 물질을 분사, 평평하고 굴곡진 
표면을 샌딩한다. 이 세트는 고급표면을 만들고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며,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해준
다. 또한 완벽한 굴곡을 만들어주고 우수한 비행기도 완성한다.  

Flexicat 공구회사는 볼록하고 오목한 표면의 필링과 샌딩을 위한 특별하고 유연한 수공구(手工具)를 
생산한다. Flexicat 공구의 기본세트는 소비자들의 요청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떤 모양에서든지 사용
가능 한 다양한 길이와 넓이의 공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공구들은 힘이 공구의 손잡이에서 기본 판으
로 직접 퍼지는 원칙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면, 크고 작은 두 평면과 곡면에 효과적으로 작업
할 수 있다. Flexicat 공구는 필러의 사용을 줄여줄 뿐 아니라 샌딩전과정의 시간도 줄여 주는 전문적인 
제품이다. 모든 공구는 가벼운 몸체와 특별히 디자인 된 손잡이로 인해 사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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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10 - product design
red dot design award 2003 - product design

FOCUS
WOT

DESKING SYSTEM
TECHO a.s.

E-mail: info@techo.cz
www.techo.cz

Techo a.s.
U Továren 770/1b
102 00 Prague 10
Czech Republic

Phone No.:+420 267 290 111
fax: +420 272 704 218

WOT

Company

다양한 시스템책상 WOT는 인테리어가구회사 Techo를 위해 Petr Kolář 와 Aleš Lapka가 이끄는 체코
의 디자인 선구자ADR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독특하고 혁신적인 책상의 재료는 간단한 형태로 기능
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된 재료는 초경량이며 또한 친환경 조건을 준수했다. 이 책상은 수명을 
다한 후에도 100% 재활용 가능하다. 그린 솔루션은 디자인이나 기능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 책상
은 그 자체로 지탱되며 프레임이 필요 없다. 이 때문에 재료비를 30% 아낄 수 있다. 그 결과 책상은 
현대적인 가운데 편안함, 또는 좀 더 전통적인 환경의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깨끗하고 품격 있는 라
인이다.

Techo a.s.는 중동부유럽지역에서 상업디자인 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또한 체
코공화국에서 사무가구의 주요생산업체이기도 하다. 2008년도부터 유럽의 다섯번째로 규모가 큰 사무
가구 생산업체인 Royal Ahrend NV사로 편입되었다. 
Techo는 명성있는 체코디자이너인 Pelcl Jiří, Radim Babák, Jan Němeček와 Michal Froněk 또한 Petr Kolář, 
Aleš Lapka와 함께 작업한다.

FOCUS

FOCUS WOT

Focus 시스템 책상은 체코디자인의 선구자인 ADR 스튜디오에서 자유로운 공간으로써의 사무실을 만
들고자 하는 컨셉에 맞게 디자인 되었다. 기술적 범위와 잘 창조된 디자인은 현대의 사무실 인테리어
를 위한 이상적인 제품을 만든다. 디자인 과정 중 가장 강조된 것은 수납공간과 책상과의 통합성이었
다. 그 결과로 각 작업공간마다 3미터의 저장공간이 제공된다. 이 역동적인 시스템은 작업대 부분이 
20%증가 되도록 하며, 추후 액세서리를 이용한 확장도 가능하다. Focus책상은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체코제품으론 처음으로 레드닷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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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06 - product design

SPIDER  ILD01

RADIO CONTROLLED SLOPE MOWER
DVOŘÁK MACHINE DIVISION a.s.

Phone No.: +420 569 425 767
Fax.: +420 569 429 239

E-mail: info@spider-cz.com
www.spider-cz.com

Dvořák - svahové sekačky, s. r. o.
Kyjov - Dvorce 62
580 01 Havlíčkův Brod
Czech Republic

Lubomír Dvořák

Product

Company

Spider는 무선으로 조종되는 다용도 상업용 잔디깎기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등판
능력을 가진 안전한 제품이다. 무선조종 비탈용 잔디 깎기인 Spider ILD01 고르지 못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최고 40도 경사의 지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 잔디 깎기는 도로, 발전소, 공항, 
산 호텔, 물 저수지, 강, 댐 주변의 야생에서 자란 풀과 깔끔하지 못한 잔디에 사용될 수 있다. 가벼운 
몸체와 낮은 전력 소모 덕분에 이 잔디 깎기는 친환경적이다.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젖은 땅이나 자연
보호 구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문가 용으로 디자인 되었지만 대량의 잔디를 깎아야 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적합하다. 

Dvořák 기계부분은 2004년 7월 현재 사장인 Lubomír Dvořák에 의해 설립 되었다. 특허받은 무선 조
종 경사용 잔디깎기 Spider ILD01는 회사의 핵심 제품이다. 혁신적인 제품의 디자인 때문에 회사는 시
장내에서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연속제품의 첫번째 런칭 1년 후 회사는 유럽, 미국, 일본의 
소비자들과 전문가들로 부터 감탄과 인정을 받았다. Dvořák회사는 회사의 기술의 가능성을 깨달았고 
앞으로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 기준을 갖춘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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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Y RONY PLESL 
FOR THE COMPANY SAHM

E-mail: studio@ronyplesl.com
www.ronyplesl.com

Rony Plesl Studio
Šaldova 1/219
186 00 Prague 8
Czech Republic

Rony Plesl 

Rony Plesl는 체코의 최고 유리 디자이너중 한사람이다. 권위 있는 유리업체 및 브랜드와의 성공적인 
협업 결과, 그는 체코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그는 특히 유리잔과 이탈리아 
회사인 Barovier의 꽃병 콜렉션을 전문적으로 디자인 한다. 또한 헤밍웨이의 우라닉 꽃병이나 텀블러 
등의 개인 전시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전세계의 갤러리와 개인 소장품 목록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2007년도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비롯 많은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red dot design award 2007 - product design

CLEVELAND

GLASS COLLECTION

Designer

15



red dot design award 2010
commumication design

HALADA CITY
FIREFLY BRANDING
BRAND IDENTITY

E-mail: email@fireflybranding.com
www.fireflybranding.com

Product

Company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쥬얼리 샵의 기업디자인은 젊고 유행에 민감한 타겟그룹에 어
필한다. 경쾌하고 움직임이 있는 마크는 밝고 반짝이는 다양한 컬러로 인쇄하여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의 조명을 표현했다. 로고에도 주요 시각 디자인인 야간스카이라인을 사용하여 일관적으로 같은 
컬러로 만들었다. 이 기업디자인은 계속적으로 광고, 비지니스 문구류, 쇼핑백 및 고객카드에도 적용
되었다. 

Firefly는 브랜드전략, 브랜드 아이덴티티 활성화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자문 회사이다. 통
찰력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팀은 매우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 프라하와 
서울에 지사를 둔 Firefly는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기업, 정부 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 일한 경험
을 가지고 있다. 

Firefly Branding
Hastalská 27
110 00 Prague 1
Czech Republic

Phone No.: +420 224 826 882

Jiwo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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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08 - design concepts

FREEDOM 2010

IP PHONE
KIBARDIN DESIGN STUDIO

E-mail: info@kibardindesign.com
www.kibardindesign.com

Kibardin Design Studio
Plzeňská 101/1270 
150 00 Prague 5 
Czech Republic

Phone No.: +420 776 352 841

Vadim Kibardin

Product

Designer

Freedom 2010 IP폰은 여행자와 일반 이용자에게 허용된 선불폰으로, 간단하게 전화를 걸고 받기가
쉽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다. 
Freedom 2010 IP 폰은 해외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여행자나 걸고 받는 기본적인 기능만 필
요한 사용자들을 위해 디자인 되었다. 
Freedom 2010 IP폰은 특별한 디자인과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소형 선불폰이다. 
Freedom 2010 IP폰은 간편하게 전화를 걸고 받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면 이용자는 60분,100분 또는 200분의 통화시간을 선택해 미리 지불 할 수 있다. 
SIM카드를 삽입하거나 국가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통화는 현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로밍요금
은 따로 없으며 10분의 충전만 하면 된다. 전화번호, 서비스정보와 이외의 주요하고 자세한 정보는 
전화기의 뒷면에 있다. 
Freedom 2010 IP폰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이즈이다. 이는 기존제품과 달리 짐이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 여행자에게 완벽한 솔루션이 된다. 
Freedom 2010 IP폰은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전화기도 시장에서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폰은 기술에 
취약한 노년층뿐 아니라 복잡하고 진보된 휴대폰이 필요 없는 이용자에게도 적합하다. 

 

Vadim Kibardin는 2005년 부터 프라하에서 지내며 작업했으며 같은 시기에 Kibardin Design Studio를 
열고 러시아와 유럽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만의 상표를 단 제품들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Vadim Kibardin은 15개가 넘는 개인 및 단체 전시회를 기획하거나 참가 했다. 그는 레드닷 디자인 어
워드를 비롯 iF 어워드, Promosedia 국제디자인대회, DIA , Charman 디자인 대회 등에서 수상하였다. 
Vadim Kibardin에 대한 보도는 세계적인 디자인 잡지들인 ID, Interni, Frame, AD, Design week, 
Wallpaper, Elle Decoration, Salon, Monitor 등에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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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10 - product design

ONLINE

WOODEN FOLDING PAD
TESCOMA s.r.o.

E-mail: katerina.prihodova@tescoma.cz
www.tescoma.com 

Tescoma s.r.o.
U Tescomy 241
760 01 Zlín
Czech Republic

Phone No.: +420 577 575 131
fax: +420 577 575 555

Product
주방에서 널리 쓰이는 원목접이식 패드 Online은 이국적이고 높은 내구성을 지닌 대나무로 만들어 졌
다. 뜨거운 소스팬이나 냄비 프라이팬등을 올려 놓기에 적합하다. 또한 한 손으로 간단히 펼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대용량의 주방용품뿐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주방용품에도 사용 가능하다. 우아
하고 깔끔한 Online패드는 Tescoma의 제품으로 Petr Tesák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소비자들은 확실히 
혁신적 디자인에 감동할 것이다. 
이 우수한 디자인패드는 2010년 권위 있는 어워드인 Design Plus 2010에서 수상하였다. 

Company
Tescoma s.r.o.는 외국 자본이 포함되지 않은 체코의 회사이다. 이 회사는 2001년 초석을 다지기 시작
했다. 디자인, 개발, 제조, 가정, 전문가를 위한 Tescoma의 주방용품 브랜드의 판매를 전문으로 한다. 
국제 시장에서 Tescoma의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입지는 재료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
고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인 제품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 Tescoma 브랜드 제품은 Tescoma 디자인 
센터에서 만들어 진다. 개발자, 디자이너, 기술자, 조사관들로 구성된 팀은 품질과 기능, 주방의 아름다
움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제품의 완성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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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design award 2008 - design concepts

LYNX

MOBILE FOUR-AXLE CRANE
JIŘÍ KUBEC

E-mail: kubecjiri@centrum.cz
www.coroflot.com

Jiří Kubec
Čestice 86
517 41 Kostelec nad Orlicí
Czech Republic

Phone No.: +420 728 082 169

Product
Lynx은 8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모빌크레인이다. 건설현장에서 운전자의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캐빈(운전석)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 Lynx은 최근 십여 년 동안의 지속
적인 작은 변화로 크레인에 대한 생각의 혁신을 가져왔다. 실용성과 제조가능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
을 목적으로 현재의 4축 기계의 골격을 채택했다. 또한, 다른 차이점으로는 캐빈(운전석)이 맞쪽으로 
이루어진 유압식 접이식 팔에 달려 있으며 8.4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보통의 크레인과 같이 상부
에 고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훅의 저장 공간을 증가시킨 크레인의 앞부분에서도 또 다른 혁신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크레인이 공공도로에서 작업할때 더 넓은 시야를 보장한다. 이러한 모든 아름다움은 
기능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모던한 외관을 디자인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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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ny

TYPO 는 인쇄술, 그래픽디자인, 비쥬얼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이다. 하지만 전문가뿐만 
아니라 초보 인쇄 기술자, 캘리그래퍼,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팅 및 교육가,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쇄술과 그래픽 디자인은 분리될 수 없는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
문에 TYPO는 인쇄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건축학, 도시 디자인, 사진, 철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 종교등의 분야도 살피고 있다.
TYPO는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 토론을 위한 주제, 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제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
다. TYPO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의사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TYPO는 64
-96 페이지의 볼륨으로 분기별로 발행되며, 고품질의 230X280mm 종이에 올컬러로 인쇄 된다. 기사
는 체코어와 영어 두가지로 발행된다.

Marvil 스튜디오는 그래픽 디자인, 시험인쇄와 인쇄제작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세가지 분야를 결
합해 디자인 초안에서부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위탁가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튜디오는 이 과정 속에 모든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직원교육을 통해 육성한 전
문가들로만 구성 되어 있다. 15년 이상 동안 스튜디오는 수천 건의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랜 시간 일
을 한 덕분에 연속된 작업은 가장 성공적이고 전통적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로 손꼽힌다. 스튜디오
의 작품은 수 많은 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작업을 진행해 동중부유럽에서는
처음으로 Adobe Authorised Service Provider status를 받았다. 

www.marvil.cz

Studio Marvil s. r. o.
Ječná 29
120 00 Prague 2
Czech Republic

Phone No.: +420 224 941 955
Fax:  +420 224 941 145

TYPO 

MAGAZINE
STUDIO MAR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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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ales@mmcite.cz
E-mail: m.benicek@mmcite.cz

mmcité a.s.
Bílovíce 519
687 12 Bílovice
Czech Republic

Phone No.:
+420 572 434 298
+420 572 434 283
+420 724 754 820

Product

Company

자연스러우며 우아하고 독특한 모양의 디자인의 이 양면 스탠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전거 용품
이다. 걸쇠는 내구성 있는 고무로 만들어져 부드럽지만 강력하며 어떤 크기의 바퀴도 전면이나 후면
으로 걸 수 있다. 튜브를 통해 자전거를 잠글 수 있게 된다. 스테인레스나 페인트로 마감된 아연도금 
프레임 워크는 콘크리트나 인도에 쉽게 고정된다. 고무 스트립은 구부러진 홈에 맞도록 디자인 되었
다. 

공공시설물 및 공공장소 조형물을 공급하는 mmcité에게 디자인과 품질은 매우 주요한 특징이다. 효율
적인 기능, 세심한 공정과 합리적인 가격은 전체 공정을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척도가 된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독자적인 표현력은 mmcité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며, 자재들 또한 세심하게 선택되고, 지속적
으로 검사받는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기능, 내구성 그리고 가격이다.

red dot design award 2010 - prodcut design

MEANDRE

BIKE STAND
MMCITÉ  a.s.

David Karásek, Radek He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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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282

GRACIE

PATIENT  TRANSPORTER

Španihel Design Studio - Jiří Španihel 
Design+Plan - Reiner Schindhelm  

Gynaecological Chair/BORCAD s.r.o

E-mail: spanihel@spanihel.cz
www.spanihel.cz

Descent s.r.o.
Na Luhách 616
742 21 Kopřivnice
Czech Republic

Phone No.:
+420 556 811 237
+420 736 626 588

Jiří Španihel

STS 282

Company

이 가벼운 트랜스포터는 탁월한 기능의 핸들이 그 특징인데, 특히 STS의 5번째 바퀴가 갖추어진 점이
그렇다.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 모델은 모든 방향에서의 중앙 바퀴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견고
하며, 표면은 철저히 세척, 살균하여 위생적이고 다루기도 쉽다. 응급조치용으로나 중환자실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현대적 트랜스포터 STS 282는 위생과 디자인 뿐 아니라 기동성과 작업 편의성에 있
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GRACIE
의료용 의자와 카트의 구조는 환자에게 최적의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의사에게는 효과적이고도 인체 
공학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독특한 모양의 다리는 일반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까지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는 또한 기존의 진료용 침대를 없앰으로써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컴팩트한 카트는 진료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재료를 조합하고, 일반 쓰레기 및 생물학 
쓰레기를 버릴 때 쓰거나, 사용한 내부 검사용경 보관까지 가능하다. 안쪽으로 접히는 특별한 바퀴가 
장착된 산부인과용 의자는 의자와 이동 가능한 카트가 될 수 있다. 내부 확대경과 산부인과용 의자의 
혁신적인 조합은 상당한 공간 절약을 가능케하고 의사의 컴퓨터에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Španihel Design Studio는 1991년 설립 되었고 설립 이후 국내와 국내외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뒀다. 
체코의 대표적인 기업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일해온 스튜디오는 2002년 
Kopřivnice에 Descent를  세웠다. Jiří Španihel은 2007년 Red Dot Edition에서 발행된 “Who is Who” 
에도 언급되었다. 그의 작품은 Good Design Award (Japan 1999), IF Design Award (Hannover 1999, 2003) 
또한 Excellent Design (the Czech Republic 1996, 1997, 2000, 2001)등의 많은 권위 있는 어워드에서 수
상했으며 가장 최근 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1에서 부인과 의료용 의자와 Gracie와 부인과 의
료작업 환경부분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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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AN BEEM 
AND VAN  HAAGEN
DESIGN/ANIMATION by  PETR SKALA
MOVIE

Petr Skála 

Phone No.: +420 602 573 103

E-mail: skakala@skakala.cz
www.skakala.cz

Designer

정지된 동작은 회사의 열정적인 접근을 묘사한다. 디지털 포스트 프로덕션과 종이 모델을 결합하여 
한면에는 클래식 메뉴얼 제작을 다른 한 면 에는 현대적인 기술을 보여준다. 

브루노 테크노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Petr Skála 는 경험을 얻고자 해외로 갔다. 그는  네덜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Fabrique에서 일하며 많은 애니매이션을 만들었다.  그중 한 작품인 Van Beem en Van Haagen 
Experience는 최근 레드닷디자인 어워드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수상했다.  Petr Skála는 또한 To my 
Politicians (MymPolitikum.cz), HumanUpgrades (HumanUpgrades.com), LaserDrucker (www.skakala.
cz/laser-drucker)의 프로젝트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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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o Da Vinci  1452 -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