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과 푸른 환경보존을 위한

2020년 『H-Forest』 세부운영계획서
1. 사업 개요
기관명

중앙일보플러스

사업명

2020 현대자동차 ‘H-Forest’

사업기간

2020년 3월 ~ 2020년 11월(연중 진행)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대상

대상인원

1,000명

1~3학년 학생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방식으로 울산 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자연
환경 복원 및 보전을 위한 희망 숲 (H-Forest)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목적

참여하는 학생에게 친환경 화분을 지원하고 성장 과정 온라인 공모전을 통해
우수 학교(참가자) 수상 진행, 또한 진행과정 등을 SNS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여
환경 인식 개선 사업으로 운영

1. 성장 과정 공모전 참여로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
기대효과
2. 진행과정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를 통한 지역 사회 환경 인식 개선

1. 희망 화분 키우기 성장 공모전 키트 발송을 통한 가정 내 개별 공모전 진행
주요사업내용
2. 공모전 참여 및 이벤트를 통한 참가 학생 대상 Benefit 증정

2. 참가학교 모집
1) 모집 대상
-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1,000명
- 총 120개 학교 대상 공문 발송 및 공고문을 확인하고 개별 신청 진행, 학교 지원을 위한
소속 학교 표기 필수
2) 모집 방법
- 모집 방법 : 모집 신청서에 공모 분야, 참가 학교. 참가 반, 참가 학생 주소(KIT발송), 참가
동기 등을 작성 후 공모전 홈페이지에(www.H-forest.co.kr) 접수 진행
- 선정 점수 배정(안) : 제출 순서(50%) + 지원 동기 및 참가 의지(40%) + 참가 지역/학교
인원 수(10%) = 100%
- 공모 주제 : 생명 키우기 수기 공모(생명 탄생), 환경 문제 해결 공모(환경 보호) 2개 분야
- 공모 방식 : 화분 키우기 KIT를 활용한 그림 공모전(상세 계획 참조) 진행

모 집 기 준

점 수

제출 순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 가점 부여

신청 동기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다소 낮음

5

4

3

2

(신청서 내 신청
동기 작성란 참고)

지역 배분

신청 학교 또는 접수 현황에 따라 판단

3) 모집 일정 : 2020년 10월 21일 ~ 2020년 10월 30일 (10일간)
4) 운영 일정 : 2020년 11월 01일 ~ 2020년 11월 30일 (30일간)
5) 미 선정 안내
- 초과 인원 또는 탈락 사유 확인 후, 미 선정 확정 안내 문자 발송
- 선발 기준에 따른 미 선정 사유 안내 및 향후 사업 우선 선발 예정 안내

3. 공모전 운영 세부 계획
1) 희망 화분 키우기 성장 수기 그림 공모전 신청
- 공모전 참여는 개별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진행(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참가자(학생)별로 KIT를 지급, 계획에 맞게 공모전 제출물 제작 및 온라인 제출(이미지 등)
- 공모 주제(생명 탄생, 환경 보호)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내용을 그림 공모전(KIT 그림
그리기 활용)으로 제작 및 제출

[씨앗 키우기 키트 구성품 예시]
2) 공모전 신청 분야
- 생명 탄생 : 씨앗 키우기를 통해 생명 탄생의 신비를 보고 느낀 점을 그림을 통해 표현해
주세요.
- 환경 보호 :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생각을 그림을
통해 표현해 주세요.
3) 공모전 작품 제작 방법
- 그림 제작 방법은 KIT 내 구성품(8절지, KIT BOX, 물감, 스토리카드, 붓, 이끼 등)을 활용
하여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
예1) : 8절지와 물감, 붓을 활용하여 다양한 색깔을 조합하여 색칠 후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하여 KIT BOX에 꾸미기(꾸민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 포함, 이미지+파일로 제출)
예2) : 8절지와 물감, 이끼를 활용하여 초록의 지구를 만들고 우리가 지키기 위한 방법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표현(꾸민 그림에 대한 간단 설명 포함, 이미지+파일로 제출)

- 키트 꾸미기 예시(상세 방법)

[예시1 -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한 그림으로 키트 꾸미기 예시]

[예시2 - 도화지(지구 도면)와 이끼를 활용한 3D 그림 공모전 예시]
4) 공모전 심사 기준
평가기준

배점(100점)

평가내용

주제 적합성

25

공모주제의 이해도

작품성

25

완성도(스토리 및 구성)

창의성

25

작품의 참신성, 독창성

활용 가능성

25

공감 및 실천 가능성

비고

5) 공모전 수상 규모
수상 규모
공
모
전

이
벤
트

인원

개인 수상

대상

1

상장 및 VR 기기

최우수상

2

상장 및 VR 기기

우수상

3

상장 및 VR 기기

VR교육 KIT 지원(1 SET)

15

VR 기기

-

15

VR 기기

-

정기
이벤트
응원
이벤트

학교 수상

시상 기준

학교 화단 조성 지원+명패+VR교육 KIT
지원(3 SET)+과학 전집 1종

작품 우수성을

VR교육 KIT 지원(2 SET)+과학 전집 1종 기준으로 심사

응원 우수자
개별 추첨

6) 공모전 사후 지원
가. 화단 조성 지원(1개교)
- 대상으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현대자동차X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계를 통해 참여 학생 인원
만큼의 묘목으로 희망 화단 조성
- 희망 숲 참여 명단 게시 또는 네임택을 통해 개별 묘묙 지정 및 향후 묘목의 성장함에 따라
방문하여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성

나. VR 교육 KIT(6개교)
- VR 체험 SET : 어린이 환경성질환 체험용 VR 콘텐츠 등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H/W를
포함한 체험 KIT 설치 지원(예정)

다. 개인별 이벤트 상품(안)
- 개인별 핸드폰 연동을 통해 체험 가능한 VR BOX 1개 증정
- VB BOX는 핸드폰을 통해 VR 영상을 재생하고 BOX 앞부분에 장착하여 VR 영상을 직접
볼 수 있음. 영상의 경우 YOUTUBE 등 인터넷을 통해 검색/재생이 가능하며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고 핸드폰만 정상 작동하면 다양한 영상 재생이 가능

[이벤트 상품 예시 : VR BOX)]

첨부 2. KIT 신청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