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إن مدينة العين بدولة اال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لتفخر
مدير عام بلدية المدينة فإنن أرحب باحتضاننا لهذه المناسبة الت
 و الت جاءت نتيتة لم2101  الفضية للعامLivCom بتازةة
الممارسااات و المعااايير العالميااة و إبااراا وجااةا اولااة االمااارا
المشاركات و التاةازة التا تتارج أهادا حكةماة أباةيب لتص
فرصة لتقدير جهةا القازمين علل مدينة العين من مؤسلات حك
لما قدمته من مشاري حيةية و متميةة وةل اللنةات المانية
.من التقدير علل كا الملتةيات العالمية

Welcome to Al Ain, Host of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2012
(The LivCom Awards)
إننا و من وةل رؤية بلدية مدينة العين ف تحقيق التمي

لقد حظيت مدينة العين بالعديد من التةازة كان أورهاا
 باإلنافة لتازةة الذكاء الت2100 التراث العالم اإلنلان للعام
 الخاصة بتقنية المعلةم2100 معرض هيكلاغةن – انترغرا

الحديية و المماش و المةعب و األحياء اللكنية الملتدامة و ال
 و إشراك المتتم فيما نهدCSR مبدأ الملؤولية االجتماعية

아랍에미리트연합 알아인 시티는 살기 좋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2012 LivCom Awards”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알아인은 세계 최고의 모범 사례 및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 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해 2010 LivCom Awards에서
إن مدينااة العااين أو كمااا يقلااق عليهااا ( مدينااة الةاحااات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알아인 지자체의 총괄 매니저로서, 저는 본 대회에서도 알아인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으며 2010
 و الحانLivCom
المان العريق
 فه تتم بين, معايير عالمية راقية
Awards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لتكةن بذلك مةيتا متتانلا من القبيعة الخة, الصحراء الذهبية

알아인시티에서 개최되는 이러한 대회는 세계 5대 정부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아부다비 정부의 목표를 반영하며, 국제포럼에 있어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대회는 알아인시티의 정부 및 준정부 기관과 알아인 지자체에서 지난 한해 동안
2 الحيةية아랍에미리티의
جازةة المتتمعات인지도를
حيث تتمعنا
فوهة بك
필수적이고 차별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일해온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아인시티는 수 차례의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가령 가장 최근인 2011년에 아랍에미리트연합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2011 Hexagon – Intergraph Exhibition에서 정보 조직을 위한 기술정보 부분에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뛰어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알아인 지자체의 비전에 따라, 우리는 현대적인 인프라, 보도, 놀이터, 친환경 주택, 공동체 등을
포함해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지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원칙을 채택하고, 서비스 개선 및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산, 기후, 안전은 “오아시스의 도시”인 알아인시티의 토대로서, 도시를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련된
국제 표준 도시로 만들어줍니다. 우뚝 솟은 산과 광활한 평지, 푸른 공원, 황금빛 모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아인은 도시화와 놀라운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혁신과 حتياتي
아름다움의
 مع대명사인 알아인시티에서 개최되는 2012 LivCom Awards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مطر حممد النعيمي/ الدكتور
مدير عام بلدية مدينة العني

감사합니다.

Dr. Matar Mohammed Al Nuaimi
알아인 지자체 총괄 관리인(General Manager)

Dr. Matar Mohammed Al Nuaimi
General Manager of Al Ain City Municipality

최고 £10,000의 Bursary Award에 대한 신청 자격은 IALC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의 Whole City 부문에 참가하는
지역사회에게만 주어집니다.
•

참가 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최고 £10,000의 자금을 유치해야 하나,
총 비용은 £2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Bursary 참가
신청서와 함께 상세한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상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를 증진시키고, IALC 심사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참가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

참가 단체의 유형에는 건설, 교육, 기술 교환, 연구 등 제한이
없습니다.

•

사업(initiative)은 상을 수상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참가 사유, 개요 및 목표,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단체는 신청서 사본 3부를 제출하되, 신청서는 도면, 사진, 예산
등을 제외하여 3,000 단어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상금은 가능한 프로젝트 완료 시 프로젝트 현장에서 수여식을 통해
수여될 것입니다.

•

Bursary Award를 수상한 단체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Ifpra World에
게재할 사진을 포함해 800 ~ 1,000 단어 분량의 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Whole City Award 부문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한 지역사회가 LivCom Bursary Award를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Bursary Award 신청서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일부 Bursary Award 수상자는 LivCom 본선에 초대되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위한 준비사항은 본선 참가 초대와 동시에
공지될 것입니다.

Nations in Bloom Ltd. reserve the right to cancel any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competition
and in these circumstances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sts incurred or committed

Bursary Award Title: ................................................................................
Name of Community: ..............................................................................
Contact details (Full name & title): ...........................................................
.................................................................................................................
Address: ..................................................................................................
.................................................................................................................
.................................................................................................................
Telephone (include full code): ..................................................................
Fax: ..........................................................................................................
Email: .......................................................................................................

livcomawards

Bursary Award

PLEASE RETURN TO: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ties
Globe House,
Crispin Close, Reading
Berkshire, England, RG4 7JS
Tel/Fax:
+44 (0) 118 946 1680
E-mail:
info@livcomawards.com
Web:
www.livcomawards.com
Press office
E-mail: livcompress@
btinternet.com

Whole City Awards
LivCom Awards은 환경을 관리하고 살기 좋은

포함되며, 인공 조경에는 거리조경, 거리가구, 공공

지속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사업(initiative)을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술, 공원, 정원 및 광장 건설 등이 포함되어야

추구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세계에서 유일한 대회입니다.

합니다. 신청서에는 조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적용하고, 환경의 발전, 보존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및 보호로 이어지는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LivCom Awards의 목표는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설명하고자 사용된 수치, 통계, 그래픽 및 기타

장려하기 위한 노력에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활기차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모든 지표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측면을 기재해야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체

조성하는 우수 사례(best practice)와 혁신과

합니다.

에너지원과 물질을 사용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대기,
물 및 토양의 질과 생물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리더십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2. 예술, 문화 및 유산:
LivCom Awards에 참가하는 지역사회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을

온실 가스 배출과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그 언어와 고유

관리하는 국제적인 우수 사례(International Best

예술 및 공예와 문화적 관행을 생활 속에 기림으로써

우수 사례(Best Practice)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Practice)를 채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얻게 될

고유 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구체화하는지, 그리고

크게 기여한 사례를 뜻합니다. 신청서에는 사회의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건물과 유적, 종교적 장소나 역사적인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과 시민들 사이의 효과적인

사건의 유산을 인정, 해석 및 보호함으로써 어떻게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LivCom Awards은 5개의 인구 부문으로 나뉩니다.

소중히 아끼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통

명백하고 유형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 문화, 경제 및

본 대회에 참가하는 지역사회들은 같은 인구

문화나 다문화적 인구의 새로운 개별 문화가 포함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사업(initiative)에

부문에 속해 있는 다른 지역사회와 서로 비교되는

수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는 종종 이와 같은 특징을

대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놓인 문화, 정치, 경제,

기념하거나, 문화 자체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각

지리 및 기후 환경 안에서 심사 기준을 얼마나 잘

집단이 전체 사회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를

효과적인 방법을 토대로 공공 정책을 개선하고,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 받습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LivCom은 모든 형태의 예술이

일반적인 사회와 경제 및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공개 전시와 지역사회의 의식과 후원을 통해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자와

심사 기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장려되고 인정 받고 있는지를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인맥 형성과 학습을 통해

크기와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사회들은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식, 전문성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전하기 위한

지역사회마다 그 구조와 책임 또한 서로 다릅니다.

수단으로 장려되고 사용되는 우수 사례의 증거도

심사 기준에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활동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분야가 있다면, 서면 신청서와 수상자 선정 최종

종종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가 살고

단계에 모두 해당 지역사회가 이와 같은 분야의

있는 장소와 우리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느낄 수

여기에 설명해야 하는 요소의 예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있는 근원이 됩니다. 지역사회는 문화적 진화,

개발 정책,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수자원 보존 및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민족성, 역사,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절약, 대기 오염, 효율적인 조명을 위한 에너지 절약

다른 지역사회와 차별화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및 변환 프로그램, 그리고 광해(light pollution) 억제

주민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삶을 의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운송 관리 전략, 온실 가스

있고 중요하고 풍부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정신적

배출 감소, 그리고 현재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 상에서 의미하는 조경이란, 원예 및 기간 시설

차원 중 일부를 구성합니다.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디자인을 통해 개선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상징하는 건물과 유적,

실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및 도시 풍경의 측면을 말합니다. 신청서에는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물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지역사회의 조경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 또는

방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조경 공사가 어떻게

합니다.

인공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상이한 요소들을

신청서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유형적인

조화시켜 인공 및 자연 조경이 하나가 되는 환경을

형태로, 또는 지역의 예술 공예와 언어, 또는 중요한

이 부문에서는 지역사회를 계획, 개발 및

조성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LivCom은 천연

사건이나 영적인 관념과 같은 요소를 기림으로써

관리하는데 있어 개인, 집단 및 단체가 지속적으로

유산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호하고,

유산을 보존, 해석, 보호 및 기념하는지를 보여주는

관여하는 방법과 방식, 그리고 지역 사회가 권한을

생물의 다양성을 개선하며, 척박한 환경에 식물을

핵심적인 요소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여 받고, 이와 같은 발전에 관여하는 기회에

도입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부문에서는 어떻게

또한, 신청서에는 이들 요소가 공개 전시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문은

지역사회의 조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부심을

사건 해설 센터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어떻게

통합, 개발, 만족, 자원 및 참여 등의 내용으로

높이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체험을 촉진하며,

형성하는지, 즉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구성되게 됩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설명해야

전통 또는 신생 문화 유산을 계속 기념하는 것을

합니다.

후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지도 설명해야

성공적인 지역사회는 종종 구성원의 사회적, 지적

합니다.

수준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포용합니다.

자연 및 인공 조경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보전, 건설

지역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적인 생활

지역사회의 전문 행정관들이 지역사회의 단체 및

및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보다 광범위한 정책

방식이 변하여 새로운 문화를 지역사회에 통합하게

개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서술해야 합니다.

내에서 지속가능성 및 가시성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 또한 삶의

지역사회 참여는 자연 보호 프로젝트, 해석 및

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질과 새로운 지역사회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내 프로그램,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 기업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 개발된 조경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행동들은 이와

및 기관의 후원 및 참여, 그리고 지역 행사, 축제,

및 유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태에

같은 새로운 문화가 고립되느냐 포용되느냐를

모금 및 재정 또는 유사 지원의 주선과 같은 사업

의해 입증됩니다. 조경은 그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좌우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모두 새로운 환경을

(initiative)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존재성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변화시키고 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대되며, 지역사회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배경을

지역사회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통해 스스로를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개인 차원의 다양한

제시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조경의 도구이자 기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술의 공개는 주민의 정신적

지역사회 참여도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initiative)

시설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움에 영향을 미치며, 종종 지역의 정취를

및 프로그램의 계획에 참여하는 정도와 마찬가지로

1. 자연 및 인공 조경의 개선:

예술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경의 관리는 대중의 시각을 반영한 평가 절차의

기재해야 합니다.

4. 지역사회 참여 및 권한 부여: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여론의 수렴과 만족,
그리고 자원봉사의 참여 수준을 증명하는 증거도

3. 환경 우수 사례:

중요합니다.

생물의 다양성, 토착 식물, 식물성 폐기물, 식목

이 부문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환경 보호에

크고 작은 농촌과 도시의 지역사회는 혁신적인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등과 같은 실용적인 사안이

기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환경의

전략이 응집력이 강하고 힘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관리 철학, 개별 관행 및 결과의 윤곽을 그리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 조경에는

만들어 내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를 포함하는 연간 계획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는

부문의 지역사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4. 최종 프레젠테이션:
지역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전략적인 방향을

중간 심사 절차 후에 소속 지역사회가 LivCom

이 부문에서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지지하고, 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시상식에 참가할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입증하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몇 가지 주요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어느 지역사회에서든, 균형되고 고도로 집중된 개발

•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표 인원은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설 및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3인으로 제한되며, 필요할 경우 통역을 추가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 등을

기초는 지역사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진정으로

대동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여, 이와 같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성공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모습에 대한

관련하여 이뤄 온 업적의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발전하고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하여

검토 절차를 거쳐 이후에 일련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서술한 자료는 이 심사 기준에 대한 신청서의

계획 또는 전략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 인구 부문 A, B, C, D의 프레젠테이션 제한 시간은

신빙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35분 이내이며, 영어로 제작된 10분 이하의 DVD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심사 기준은 단지

계획이 원래의 비전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계획의 계층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각

모두 함께 다양한 ‘삶의 질’ 요소에 기여하고

계획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복지를 증진시키는 요소들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최종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더 큰

기준입니다. 분명한 근거나 목표 없이 예술 또는

계획과 장치의 개별적인 요소로 간주되는지를

• 지역사회는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예를 들면,

레저 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설명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와 같은 기타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할

하며, 이는 적절한 연구와 개선을 위한 헌신에

• 프레젠테이션은 영어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영상을 상영할 수 있습니다. 인구 부문 E의 경우,
프레젠테이션 제한 시간은 55분 이내입니다.
필요한 장비는 행사 주최 측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수 있습니다 (LCD 프로젝트 시스템이 제공될 예정).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원이 희소하고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어 정당성을

계획 및 전략과 실제 결과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기타 장비는 지역사회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IALC

가져야 하며, 이는 종종 확인된 사회적 또는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이 계속 지역사회의

는 주최 측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장비의 성능에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느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융통성 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각 지역사회는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문화는

저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각기 다른

하향식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더 강하므로, 설명된

• 각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사위원단의 질문을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절차는 수립된 문화를 감안하여 평가될 것입니다.

받게 됩니다. 질문 시간에 통역 지원이 필요할

지역사회들은 혁신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확인된

경우, 통역사를 직접 대동해야 하며 추가 시간이
심사위원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와 지식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국제 심사위원단은 환경 및 조경 관리 전문가로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과

구성되며, 이들은 3인 1조로 A, B, C, D 부분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그 효과에 대한 시의

심사하고, 6인 1조로 E 부문을 심사하게 됩니다.

적절한 평론 자료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다양한 복지 요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1. 등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도 필요할 것입니다.

4페이지의 등록서 양식을 작성하고, 이를 등록서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기재된 날짜까지 IALC(International Awards for

같습니다.

Liveable Communities)로 보내주십시오.

• 확인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빈곤, 높은 실업률, 및 지원 장치의 결여

2. 서면 신청서: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최초 서면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활동 수준 및 수동적인 레크리에이션 기회
•식생활

• 영어로 최대 4,500단어 분량 – 제목/표/머리글 등

•마약 복용, 음주 및 흡연

미포함.

•이동성 및 운송
•문화 향유 기회

• 설명 문구 및 날짜를 표시한 사진 최대 24 장.

•교육 및 평생 학습
•주택 공급

신청서는 소속 지역사회가 위에 제시된 각각의 심사

•주민의 만족도.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체

신청서에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구역으로 정의됩니다.

노력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련된
접근방식을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 포용성

각 심사 기준의 점수 비중은 동일합니다.

및 평등, 협의 및 참여, 제휴 협력, 그리고 마케팅
및 홍보에 사용되는 대상 선별(targeting) 방식을

LivCom 상의 A, B, C, D 부문에 참가를 신청하는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initiative)에

지역사회는 서면 신청서 사본 4부를 등록서 양식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기재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 부문 신청자는
총 7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서는 등록서

6. 전략적 계획:

양식에 기재된 LivCom 본사 사무실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전자식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되지

이 부문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그 미래를

않습니다.

정하고, 어떠한 계획 절차를 수립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가

3. 심사:

원하는 명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실천 계획을

국제 심사위원단은 중간 심사 단계에 각 신청서를

구성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획 또는

검토하고, 등록서 양식에 기재된 장소와 날짜에

전략 자체의 체계성을 입증하고, 그 계획이 검토

개최될 LivCom 본선에서 발표하게 될 각 인구

허용됩니다.

Whole City Awards

Invitation to Host
The LivCom Awards

Registration to be completed by 31st May 2012
Please complete in capitals in black
Community: .......................................................................................................................
Contact person: all contact will be with person named below
Title:

(Dr Mr Mrs Miss Ms etc.)...................................................................................................

Family name/Given Name: ................................................................................................
Job title: .............................................................................................................................
Address: ............................................................................................................................
.............................................................................................................................................
.............................................................................................................................................
Country/Postcode: ...........................................................................................................
Telephone: (including full codes) ..............................................................................................

The Board of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will soon be considering the
venue of future Finals. If your
Community would like to be
considered as a future venue,
contact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at the
address below.
KEY DATES
Final Registration Date
31st May 2012
Submissions to be received by
30th June 2012
Finals in Al Ain,
United Arab Emirates
22nd – 26th November 2012
OBSERVERS
If your Community does not enter
the LivCom Awards, you may
attend the Finals as an individual
or as a Representative of your
Community and participate in all
of the Finals Weekend activities.
For details contact the LivCom
office.

Fax: ....................................................................................................................................
E-mail: ................................................................................................................................
Community Web Address: ................................................................................................
Average daytime population:............................................................................................
I wish to register the intention of the community shown above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in the category indicated below:
Category

Average Daytime Population

A

Up to 20,000

B

20,001 – 75,000

C

75,001 – 150,000

D

150,001 – 400,000

E

Over 400,000

Please tick box

Nations in Bloom Ltd. reserve the right to cancel any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competition and in
these circumstances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sts incurred or committed

Signature

Date

PLEASE RETURN TO: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ties
Globe House,
Crispin Close, Reading
Berkshire, England, RG4 7JS
Tel/Fax:
+44 (0) 118 946 1680
E-mail:
info@livcomawards.com
Web:
www.livcomawards.com
Press office
E-mail: livcompress@
btinternet.com

Project Awards
환경 보호 프로젝트 상의 목적은 환경 보호
의식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표창하는데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 받고, 이와 같은 발전에 관여하는
기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문은 통합, 개발, 만족, 자원 및 참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참가 자격:

5.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참가 자격은 지난 2년 이내에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한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 프로젝트나, 두 부문이 제휴한 프로젝트가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ivCom은 다음의 모든 심사 기준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정한 기준이나 일부 기준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장소 내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개인이나, 또는 이 곳을 방문하는
개인이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과 관련된
개선사항에는 새로운 또는 수리된 장비 및/
또는 시설, 전체 인구나 구체적인 대상 집단에
맞춰진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 또는 건강 문제의
연구를 목표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안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라이프스타일 개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6. 전략적 계획:

1. 자연 및 인공 조경의 개선:
본 상에서 의미하는 조경이란 원예 및 기간 시설
디자인을 통해 개선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
및 도시 풍경의 측면을 말합니다. 신청서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개선된 조경의 주요 특징 또는
비전을 설명하고, 프로젝트의 조경 공사가
어떻게 인공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상이한
요소들을 조화시켜 인공 및 자연 조경이 하나가
되는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조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체험을 촉진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사려 깊고 창의적인 계획 기법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획 절차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 원하는 명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실천 계획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 또는 전략 자체의 체계성을
입증하고, 계획이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연간
계획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략적인 방향을 지지하고, 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예술, 문화 및 유산:

심사위원단

이 부문에서는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역사적
언어와 예술 공예 및 문화적 풍습을 포용하여,
주변 지역사회나 프로젝트가 기념하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해당될 경우 프로젝트가 건물 및 유적
모두의 유산과 지역사회의 종교적이거나
역사적인 장소/사건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제 심사위원단은 환경 및 조경 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3. 환경 우수 사례:
이 부문에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환경의
지속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사업(initiative)
을 추구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환경의 발전과 보전 및 보호로 이어지는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에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체 에너지원과 물질을
사용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대기와 물, 토양의
질과 생물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온실 가스
배출과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4. 지역사회 참여 및 권한 부여:
이 부문에서는 프로젝트를 계획, 개발 및
관리하는데 있어 개인, 집단 및 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법과 방식, 그리고 지역 사회가

등록:
6페이지의 등록서 양식을 작성하신 다음,
이를 IALC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등록비와
함께 등록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보내주십시오.
10장 이하의 사진이 수록된 3,000 단어 이하
분량의 서면 신청서 사본 4부를 등록서 양식에
기재된 주소인 LivCom 본부 사무실 앞으로
등록서 양식에 기재된 날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서면 신청서는 프로젝트가 앞서 제시한 각각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식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심사:
국제 심사위원단은 중간 심사 단계에 각 신청
후보를 검토하고, 등록서 양식에 기재된
장소와 날짜에 개최될 LivCom 결승에 참가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중간 심사 절차 후에 귀하의 프로젝트가 LivCom
시상식에 참가할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본
행사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에 대한 몇
가지 중요사항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대표
인원은 2인으로 제한됩니다.
• 프레젠테이션은 영어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 프레젠테이션 제한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여기에는 영어로 제작된 6분 이하의 DVD 영상을
상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행사 주최
측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기타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CD 프로젝트 시스템이
제공될 예정). 기타 장비는 발표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IALC는 주최 측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장비의
성능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사위원단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 시간에 통역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역사를 직접 대동해야 하며 추가
시간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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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to Host
The LivCom Awards

Registration to be completed by 31st May 2012
Please complete in capitals in black
Project: ..............................................................................................................................
Contact person: all contact will be with person named below
Title:

(Dr Mr Mrs Miss Ms etc.)...................................................................................................

Family name/Given Name: ................................................................................................
Job title: .............................................................................................................................
Address: ............................................................................................................................
.............................................................................................................................................
.............................................................................................................................................
Country/Postcode: ...........................................................................................................
Telephone: (including full codes) ..............................................................................................
Fax: ....................................................................................................................................
E-mail: ................................................................................................................................

The Board of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will soon be considering the
venue of future Finals. If your
Community would like to be
considered as a future venue,
contact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at the
address below.
KEY DATES
Final Registration Date
31st May 2012
Submissions to be received by
30th June 2012
Finals in Al Ain,
United Arab Emirates
22nd – 26th November 2012
OBSERVERS
If your Community does not enter
the LivCom Awards, you may
attend the Finals as an individual
or as a Representative of your
Community and participate in all
of the Finals Weekend activities.
For details contact the LivCom
office.

Project Web Address:........................................................................................................
I wish to register the above Project in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oject Awards
If the Project is entered in conjunction with a Whole City registration,
no Registration Fee is payable.
If the Project entered is not associated with a Whole City registration,
a Registration fee of £200 is payable
I would like to pay by:Direct credit to Barclays Bank, A/C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sort code 20-71-03, A/C 10672548, Pangbourne Branch, P.O. Box 27
Reading RG1 2HD, UK.
IBAN code GB 33 BARC 2071 0310 6725 48 SWIFT code BARC GB 22
VISA/Mastercard/American Express. (delete as appropriate)
Please debit my account
PLEASE RETURN TO:

Expiry date

Security code

Enclosed cheque/bankers draft to the value of £................. sterling,
payable to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Nations in Bloom Ltd. reserve the right to cancel any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competition and in
these circumstances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sts incurred or committed

Signature

Date

Projects may be sponsored by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or a partnership of both.
To enter more than one Project - please photocopy Registration Form.

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ties
Globe House,
Crispin Close, Reading
Berkshire, England, RG4 7JS
Tel/Fax:
+44 (0) 118 946 1680
E-mail:
info@livcomawards.com
Web:
www.livcomawards.com
Press office
E-mail: livcompress@
btinternet.com

Benefits of participating in the LivCom Awards
There are numerous benefits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LivCom Awards
including:
•

•

•

The compilation of the Initial Report is a
self-audit process that can provide the
basis for a future plan to create a liveable
community.
During the Finals you will be able to
observe Presentations that contain
examples of International Best Practice
applied to challenges similar to those
facing your City.

•

You will be able to showcase your City’s
Best Practice on an International stage and
influence accepted International Best
Practice.

•

Civic pride will be enhanced by being with
‘the leading communities in the world’.

•

Innovation is encouraged.

Meeting with delegates from communities
from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that are
facing similar challenges to those faced by
your community leads to the formation of
partnership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and the arranging of exchange
technical visits on an ongoing basis.

•

These partnerships can extend to subjects
beyond Environmental Issues.

•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can produce accelerated
technical benefits and financial savings
year on year. The investment in time and
finance needed to participate in the
Awards is not large and can be exceeded
by many times by ongoing benefits.

•

•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ity is
enhanced.

•

Joining of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ties from over 50 countries with
similar environmentally based objectives.

•

Engagement by the community is
encouraged.

•

Described by many participants as “the
most rewarding professional experience of
their career”.

I can assure you that participating in the
LivCom Awards is professionally rewarding and
will potentially bring long-lasting benefits to
your City.

Success in the Awards may be used to
promote tourism and Inward Capital
Investment.

Alan Smith
Chief Executive

COMMUNITIES AND PROJECTS PREVIOUSLY AWARDED FIRST PLACE
2002, 2003, 2004 and 2005 Awards –
see the LivCom web site
2006
Category A
Dungannon, Ireland
Category B
Brasschaat, Belgium
Category C
Gateshead, England
Category D
Waikatere, New Zealand
Category E
Dongguan, P.R. China
Criteria Awards:
Enhancement of the Landscape
Muskiz, Spain
Heritage Management
Dongguan, P.R. China
Environmentally Sensitive Practices Randwick, Australia
Community Sustainability
Ucleulet, Canada
Healthy Lifstyle
Meilin P.R. China
Planning for the Future
Whittlesea, Australia
Bursary Award:
Abuja, Nigeria
PROJECTS:
Natural
Built

Randwick, Australia
Floraland Sunny Lido, P.R. China

2007
Category A
Category B
Category C
Category D
Category E

Clonakilty, Ireland
Kladno, Czech Republic
Ipswich, Australia
Malmo, Sweden
Twujun District, Changzhou,
P.R. China

Criteria Awards:
Community Sustainability
Enhancement of the Landscape
Heritage Management, Manukau
Environmentally Sensitive Practices
Healthy Lifestyle
Planning For the Future
PROJECTS:
Natural
Built
Built (P.R. China)
Bursary Award:
Personal Award:

St Walburg, Canada
Lyon, France
New Zealand
Gran Canaria, Spain
Richmond, Canada
St Cloud, USA

Dorothy Nyembe Education Centre,
Johannesburg, South Africa
King Abdulaziz Historical Centre,
Riyadh, Saudi Arabia
Beijing Riverside, P.R. China
Greening of Soweto, Johannesburg
Wang Shi, P.R. China

2008
Category A
Greystones, Ireland
Category B
New Plymouth, New Zealand
Category C
Broadland, England
Category D
Changxing, P.R. China
Category E
Municipality of York, Canada
Criteria Awards:
Enhancement of the Landscape
Nieuwpoort,Belgium

Heritage Management

Ogema, Canada

Environmentally Sensitive Practices
Community Involvement
New Plymouth,
New Zealand
Healthy Lifestyle
Newark on Trent
England
Planning for the Future
Johannesburg,
South Africa
PROJECTS:
Natural
New Plymouth, New Zealand - Coastal Walkway
Built
Dongguan, P.R. China - The World is Mine
Bursary Award:
Broadland, England - Stairway
Newark on Trent, England
- Health for All
Personal Award:
Bob Harvey, New Zealand
2009
Category A
Gibsons, Canada
Category B
Newark on Trent, England
Category C
Melville, Australia
Category D
Shilong, P.R. China
Category E
Dalian, P.R. China
Criteria Awards:
Enhancement of the Landscape
Jihlava,
Czech Republic
Heritage Management
Broadland, Engl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Practices Canada Bay,
Australia
Community Sustainability
Melville, Australia
Healthy Lifestyle
Newark on Trent,
England
Planning For the Future
Gibsons, Canada
PROJECTS:
Natural
Built
Bursary Award:

Schwalm-Eder-Kreis, Germany
– 100 Steps to Global Protection
Beijing, P.R. China
– Hopson No8 Royal Park

Personal Award:
Special Award:

Chrudim, Czech Republic –
Regeneration of Recreation Area
Liang Guoying, P.R. China
Shen Ruiqing, P.R. China

2010
Category A
Category B
Category C
Category D
Category E
Special City Award:

Emly, Ireland
Chrudim, Czech Republic
Norwich, England
Odense, Denmark
Wuxi, P.R. China
Medellin, Colombia

Criteria Awards:
Enhancement of the Natural
and Built Landscape
Arts, Culture and Heritage
Environmental Best Practice
Community Sustainability
Healthy Lifestyle
Strategic Planning

Odense, Denmark
Dongcheng,
P.R. China
Wuxi, P.R. China
Porirua,
New Zealand
Chrudim,
Czech Republic
Portland Region,
USA

PROJECTS:
Natural
Johannesburg, South Africa
Built
Vancouver, Canada
Socio-Economic
Porirua, New Zealand
Special Project Award:Norwich, England
2011
Category A
Category B

Nieuwpoort, Belgium
Pfaffenhofen an der Ilm,
Germany
Category C
Tongyeong City, South Korea
Category D
Joondalup, Australia
Category E
Nanjing, China
Special Whole City Award:
San Carlos,
Philippines
Criteria Awards:
Enhancement of the Landscape
Bilbao, Spain
Environmental Best Practice
Pfaffenhofen,
Germany
Healthy Lifestyle
Chrudim,
Czech Republic
Arts Culture and Heritage
Nanjing, China
Community Involvement
Greater Geraldton,
Australia
Strategic Planning
Mandurah, Australia
PROJECTS:
Natural
Seogwipo City, Korea
Built
Kaohsiung, Taiwan
Socio-Economic
Dubai, UAE:

Jeju Olle Project
The World Games
Main Stadium

Revitalization of
Historic Dubai
Special Project Award: Iloilo City - Post LivCom,
Advancing the Iloilo River Development Initiatives for
Integrated Sustaina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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