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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

가정에서 할 일
• 냉난방 장치의 온도를 화씨 2 도를 조정하면
약 907 킬로그램의 탄산가스를 감소.

• 난방장치의 필터를 자주 갈아 주면 연간 약
160 킬로그램을 탄산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집을 단열함. 에너지 유출이 있는지 체크.
• 절연 가정용 기구 구입.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자 기구의 전기를
꺼둠.

• 60%의 절연을 위해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대체.

•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
• 온수기의 온도를 12도 줄임.
• 샤워와 변기에 물 절약 장치를 설치.
• 세탁기에 빨래거를 가득 체워 세탁 .
• 온수 혹은 냉수로 빨래를 세탁. 인산염이
적은 세제를 사용.

• 천으로 된 기저귀를 사용.
• 종이 타월, 냅킨 대신 천으로 된 행주 및
냅킨을 사용.

• 채소 밭을 만듬.
• 지방에서 재배한 채소를 구매.
•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
• 재사용할 수 있는 노끈 혹은 천으로 된 쇼핑
백을 사용.

• 쓰다 남은 페인트는 친구에게 줌.
• 온라인으로 청구서 처리.

환경보존활동 기획
• 지역사회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평가.
• 지당 단체와 협력.
• 지역사회를 위한 최상의
사업을 결정.

• 라이온스 그린 팀 자료
검토.

• 활동 절차, 필요한 자료 및
예산을 계획.

• 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위해 瓚結쩍뵀Х� 지구
및 또는 복합지구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위원장이 할 일:
• 지방 자치체의 허가 취득.
• 활동에 관한 포스터를 지역사회 여러 장소에
게시.
• 라이온 자원 봉사자 모집.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보호복 제공.
• 본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라이온스 사인 제작.
• 본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인을 초대하거나
사업에 동참 시킴.

활동을 실시한 후에 할 일:
• 참가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지방 언론 매체에 사업의 성공담을 제공.
• 후원자 전원에게 감사함.
• 클럽, 지구, 복합지구 및 국제본부에 활동결과를
보고.

라이온스 환경보존 사진경연대회
클럽에서 적극 활동을 펼치고 있는 라이온 전원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찍은 사진을 클럽수준의 라이온스 환경보존
사진경연대회에 출품할 수 있음. 경연대회 종목은
다음과 같다:
• 동물
• 식물
• 도시 혹은 자연 풍경
• 기상현상
• 연도별 주제

10%



라이온을 위해 식목.
• 다른 클럽들은 경연대회를 주최하여 수상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나무를 식목.

유엔 환경 계획이 제공하는 나무를 심는 비결:
• 뿌리보다 2배 정도 되는 너비의 구덩이를 판다.
뿌리 부분을 약간 느슨하게 해준다.

• 구덩이에 나무를 세운다.
• 흙으로 구덩이를 메운다. 흙을 가볍게 두드려
준다.

• 나무에 물을 준다.
• 나무 주변에에 있는 잡초를 제거한다. 나무를
동물로부터 보호한다.

지역사회 정화 운동
지역사회 정화 운동은 환경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임:
•고속 도로, 수로 혹은 공원을 입양하여
깨끗하게 관리. 쓰레기가 없도록 유지.
• 수로를 정화하고 물고기를 다시 방류.
• 공공 장소에 낙서를 지우기.
• 놀이터 혹은 경기장을 개선.
• 공공 장소 녹화사업.
• 학교의 분수식 식수대의 납 함량을 조사하고
파이프를 대체.

• 화학 비료 대신 유기 농법에 의한 비료 사용.

식목 사업
나무는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 토양과 물을 보존,
동물의 서식지 제공, 인간에게 그늘을 제공하며
음식과 약의 원자료가 됨.

• 어떤 클럽은 라이온스 기념 숲에 작고한

라이온들이가장많이실시하는4가지환경보존사업:
•지역사회정화운동•식목•재활용•계몽교육

라이온들은 준비가 됨

재활용 사업
라이온스 행사를 통해 재활용 활동. 라이온들이
실시하는 재활용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중고안경 및 보청기
• 종이, 책, 잡지, 전화번호부
• 알루미늄, 금속 열쇠, 금속 옷걸이
• 플라스틱 제품
• 엔진 기름, 페인트
• 휴대폰, 컴퓨터, 잉크젯 카트리지
• 고무창 운동화
• 퇴비장에 버릴 수 있는 유기 물질.

재사용 사업:
• 헌 옷 모으기
• 지팡이, 목발, 휠체어 및 기타 의료품을 모아
불우한 사람들에게 기증.

계몽교육 사업
라이온들은 아래 환경문제에 관하여 일반인들을
계몽할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시회를 후원.
• 환경보존 경연대회를 주최.
• 환경보존 사업을 위한 모금활동을 실시.
• 학교에서 환경보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유.
• 학교에서 환경보존 클럽을 후원.

친환경적 활동

자동차
• 일주일에 약 16 킬로미터의 운전거리를
줄이면 연간 약 227 킬로그램의 탄산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연료 절약을 위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적당히 넣음 .

• 냉난방 장치의 누출이 오존 고갈의 주요인
프레온 가스를 대기로 방출.

•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