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보기
•	 클럽과 함께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시설을 둘러 보십시오.

프로젝트 아이디어
환경

초급단계 // 활동

•	 나무를 심습니다. 지역 환경 당국과 
상의하여 식목할 장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나무의 유형과 수량을 결정합니다.

•	 월별로 모임을 갖고 클럽 차원에서 해변, 
공동체 공간, 도로 주변을 청소합니다.

•	 지역의 학교에서 환경을 주제로 하는 사진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승자에게 화분이나 
다른 형태의 식물을 부상으로 수여합니다. 

•	 클럽이나 지구의 모든 라이온들이 일상 
생활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습관인 ‘그린 
해빗(Green Habit)을 하나 이상 추가하게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행동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킵니다.  
포함될 습관은:
	− 일회용품보다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이나 
머그잔을 사용합니다.
	− 에너지 절약 전구로 교체합니다.
	−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샤워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	 녹색생활 팁 시트를 개발하여 지역사회나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전자방식으로 
공유합니다.

•	 지역의 단체나 지역사회 지도자의 환경 
보존에 대한 노력을 표창합니다. 

•	 온라인 계산기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합니다. 
탄소 발자국이 원하는 것보다 크다면, 공인된 
‘골드 스탠다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고 탄소 
투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	 지역의 공원 서비스에서 자원봉사하여 
산책로를 관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다가가고 즐기는 것을 돕게 됩니다!

•	 “고기없는 월요일”에 참여하거나, 매주 하루 
동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	 중고 휴대전화를 수집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합니다.

중급단계 // 활동
•	 어린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자연 

산책을 주도합니다. 관찰하고 
질문하도록 장려하고 이후에 
경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	 환경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	 싱크대, 옥외 공동 수도, 
분수대 등 집과 지역사회에 
누수가 있는지 조사하여 물을 
절약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합니다.

•	 시 공무원과 협력하여 도로 
배수시설 인근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독성 물품을 재활용하는 곳을 
파악하여 수거 캠페인 일정을 
공유/광고합니다.

•	 환경 벽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수상작은 적절한 지역에 
페인트칠하여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지역사회 
재활용 운동을 실시합니다.

•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 후에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고급단계 // 활동
•	 토종 식물 종을 사용하는 시범 

가든이나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연 서식지와 수자원 
보전을 장려합니다. 

•	 유기농 비료와 살충제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규모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	 지역의 공공 라디오 방송국에서 
월간 자연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지역의 환경 관련 
관심사를 다루고, 지역사회의 
환경 운동가와 인터뷰하고, 
라이온스 환경 프로젝트를 
홍보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	 지역의 목수와 협력하여 (또는 
DIY 설명서를 사용하여) 빗물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급수와 관개를 위한 물 탱크 
사용을 홍보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대체 교통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 교통, 카풀을 
장려합니다.

•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유기농 
학교 텃밭 및 퇴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낭비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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