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미회 가든 엑셀런스 어워드

The 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

수상 신청을 위한 국내 장미 정원 접수 안내
1. 배경 및 취지
세계장미회(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 이하 WFRS)는 장미에 대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증진하고 국제간 장미 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 교육적 효과 및 경관이 뛰어난
전 세계 회원국의 장미 정원을 선발하여 가든 엑셀런스 어워드 (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 이하 WFRS 가든 엑셀런스)를 시상하고 있다. 이 시상은 장미 정원의 개발, 유지관리,
경관의 관점에서 최고 수준의 정원을 공인하는 목적으로 3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장미회(Korea Rose Society)는 최근의 국내 장미 문화의 확산 추세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정원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WFRS의 목적에 부합되는 국내의 WFRS 가든 엑셀런스 수상 후보
장미 정원을 선정, WFRS에 신청하고자 한다.

WFRS 가든 엑셀런스는 한국장미회의 추천과 WFRS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신청되며 세계장미대회
(World Rose Convention, 이하 WRC)에서 WFRS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서 수상이 결정된다.
2. 한국장미회 WFRS 가든 엑셀런스 후보 선정 및 WFRS 심사 가이드라인
WFRS에서 규정한 WFRS 가든 엑셀런스 수상 장미 정원 자격 및 심사 기준과 국내 장미 문화와
정원 문화 발전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1~2개소의 국내 장미 정원을 선정, 신청할 예정이다.
○ 자격 및 주요 심사 기준
1) 대중에게 연중 개방된 장미 정원
2) 최소 5년 이상 된 장미 정원
3) 500주 이상의 장미와 100종 이상의 장미 품종을 보유한 정원
4) 고품질의 장미를 지속해서 전시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정원
5) 회원국(한국)의 장미 문화 및 정원 문화의 확장을 위한 기여가 높은 정원
6) 방문객을 위한 편의성, 쾌적성이 우수한 정원
3. WFRS 가든 엑셀런스 진행 절차
주요 절차
WFRS 가든 엑셀런스 참가 관련 공지
참가 신청서 접수 시작
질의 수신 및 답변
참가 신청서 접수 마감
제출물 접수 마감
WFRS 심사단 평가
한국장미회
WFRS 가든 엑셀런스 참가 신청
WFRS 회원국 투표
WFRS 가든 엑셀런스 발표
Awarding Ceremony

예정 일정
2022. 02.
2022. 02. 15
2022. 02. 22
2022. 02. 25
2022. 03. 11
2022. 03. 31

비고
한국조경신문, 월간가드닝
한국장미회 이메일 접수
한국장미회 이메일 접수
한국장미회 이메일 접수
한국장미회 이메일 접수 *1)
*2)

2022. 04. 15

WFRS Award 위원회 *3)

2022. 10. 26
2022. 11. 03
별도 협의

제19회 세계장미대회 (WRC) *4)
WRC 폐회식 (Closing Gala Dinner)
수상 정원에서 개최 *5) *6) *7)

*1) 신청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시 제출물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2) WFRS 심사단은 WFRS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장미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당 정원의 현장

방문 심사가 규정된 원칙이나,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동영상 심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3) 참가 신청에 따른 자료는 별도 통보한다.
*4) 제19차 세계장미대회(World Rose Convention, 2022.10.27.~11.3)는 Australia의
Adelaide시에서 개최되며, 인접 시기에 WFRS 어워드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한 회원국 다수결
투표 후, WFRS Council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전 세계에서 최대 10개 이내 선정된
다.
*5) 수상이 확정된 장미 정원의 어워드 명판 (Award Plaque)은 추후 전달된다.
Awarding Ceremony는 수상 정원이 한국장미회와 협의를 거쳐 날짜와 형식을 정하고
WFRS 회장이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게 되며 한국장미회와 초청 범위 및 경비의 추후 협의
가 필요하다.
*6) 수상은 World Rose News 등 WFRS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되며, 수상 정원은
홍보 및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한국장미회와 협조해야 한다.
*7) 수상 장미 정원은 WFRS 가든 엑셀런스 어워드 기준에 부합되게 유지되어야 하고 WFRS
는 최소 3년 단위로 수상 정원을 관찰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이 발생하면 수상 리스
트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해당 정원은 대외적 홍보를 중지해야 한다.
4. WFRS 가든 엑셀런스 후보 장미 정원 신청 방법
○ 제출자료
1) 신청서 (소정 양식) : 홈페이지(www.korearose.co.kr) 다운로드
한국장미회 홈페이지 NEWS 게시판 내 ‘WFRS 가든 엑셀런스 후보 장미 정원 신청’ 게시글
선택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QR코드 링크 스캔 후 해당 페이지 이동

2) 신청 사유 요약서 (자유 형식, A4 용지 2장 이내, 국문 혹은 영문) : 신청 장미
정원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장미 정원의 특징, 전시, 유지관리, 방문자 교육관점에서의 효
과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동영상 (자유 형식, 20분 내외): 아래 심사의 주요 기준을 참고 제작.
⓵경관의 미적 흡입력 ⓶유지보수의 우수성 ⓷교육과 설명의 효과성 ⓸품
종 식별의 적절성(분류 체계, 육종 정보 등) ⓹보유 품종의 다양성 및 완성도 ⓺공공성 및 기
타 특징 ⓻방문객의 편의성 및 편의시설
4) 정원 사진 파일 (10장 이내) : 품종 식별표 포함
5) 대표 홍보물 PDF(1개 이내) : 안내서 혹은 가이드 북 등
○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금요일)
2) 제출처 및 문의_email : korea-ros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