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정보
4tomorrow association
16 Esplanade Nathalie Sarraute - 75018 PARIS
T. +33 14205 8887

info@posterfortomorrow.org |    www.posterfortomorrow.org    |   facebook.com/posterfortomorrow   |    Twitter @poster4tomorrow

2018 년 1 월 20 일

2018: 미래를 위한 행성
2018년은 현재의 형태로 진행하는 10번째 poster for tomorrow이며 최종판이 될 것입니다.

2009년 이후 우리는 초기 목표 중 많은 부분에 도달하거나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회적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디자이
너들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학교와 대학에서 토론과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대회를 위한 수만 점의 포스
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poster for tomorrow가 아니라 인권운동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징후
는 아마도 국제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의 인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연례 전시회 날짜로 이날을 선택한 것은 국제 사회로부터 관심 받
지 못하는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날을 중요한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poster for tomorrow로 얻은 모든 성공을 통해 대부분 우리 운동의 핵심인 인권 문제보다 연례적인 포스터 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권 그래픽 디자인 대회와의 인연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이 기
쁘고 자랑스럽지만, 우리는 포스터 대회가 아니라 인권에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일
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은 현재 poster for tomorrow의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는 2019년에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부상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처해있는 인권에 대
한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토론
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과 그 이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대화
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지난 9년을 기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주제를 올해의 주제로 정했
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우리 행성(지구)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8년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행성’입니다. 브리핑은 2월 20일에 참가 신청 내용과 함께 발표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심사 날짜와 첫 전시회 날짜(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인 9월 16일 일요일) 변경과 같이 우리의 정기 일정에서 변경된 것입
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1인당 출품작을 9개에서 3개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수의 출품작을 추구하기보다 대회
의 핵심 이슈에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올해 poster for tomorrow를 위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들

2 월 20 일  짧은 출시 / 경쟁 열기
5 월 10 일 출품 마감일
5 월 20 일  온라인 배심원
6 월 25 일  라이브 배심원
9 월 16 일 월드 와이드 전시 : 오존층 보호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