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프로그램

중고안경 수집
클럽을 위한 안내서



왜 안경 재활용에 참여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WHO)는 교정되지 않은 굴절 이상(원시와 근시)으로 시력을 잃는 인구를 1억2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굴절 이상은 쉽게 진단, 측정할 수 있고 안경, 콘텍트렌즈, 굴절교정 수술 

등으로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클럽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동료 라이온 및 

레오들에게 쉽게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팀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안경들을 

클럽에 기부하면 지구촌의 저소득, 중간소득 지역의 아동과 성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정된 시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생산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집 과정 시작하기
제1단계: 클럽 회원을 선정하여 클럽의 수집 

활동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제2단계:  클럽이 사용할 수거함을 결정합니다.  

클럽 수집 프로젝트에 사용할 안경 수거함은 

지구에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국제협회 온라인 스토어 (www.lionsclubs.org. 

상품번호 #G1174DS) 에서 공식 안경 수거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 라이온스 로고와 중고안경 재활용 로고를 

사용하여 클럽에서 자체 수거함을 디자인해도 

됩니다. 두 가지 로고는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3단계: 지역 전역에 수거함을 설치할 장소를 

선정합니다. 원하는 지역에 수거함을 설치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안경 재활용의 이점을 설명하고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지역의 수거함 설치에 

적합한 장소는:

은행  

지역의 행정 중심지

카페, 레스토랑   

주민 자치센터  

대중교통 역/정류장  

상점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도서관  

약국

종교 시설

제4단계: 지역사회 전역에 안경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높은 도수와 낮은 도수 등 다양한 

종류의 성인용, 아동용 안경이 필요합니다. 

노안경과 도수 없는 선글라스 또한 필요합니다.  

공공 장소에 설치된 라이온스 안경 수거함은 

클럽뿐만 아니라 국제협회를 대표합니다. 상자를 

청결하고, 보기 좋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비워야 합니다.



제5 단계: 재활용 프로젝트를 홍보합니다. 아래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클럽을 홍보하고 성공적인 

안경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클럽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지역 신문, 지역 

유선방송에 수거 장소를 안내합니다.

•    지역의 건강 박람회 또는 지역의 “봄맞이 

대청소” 행사 등과 합동으로 안경 수집 행사를 

개최합니다.

•    지역의 학교에서 “안경 재활용”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경 

수집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제6단계: 모든 수거함은 매월 1일과 15일, 필요할 

경우 더 빈번하게 비워야 합니다. 상자를 비우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클럽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상자에 표시해야 합니다.  

수집된 안경을 지역의 재활용 센터로 보낼지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공식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센터 중 한 곳으로 발송할지를 결정합니다. 포장과 

운송 지침에 대해서는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발송하기 전에, 클럽이 안경 케이스나 헐거워진 

렌즈를 빼는 등 수집된 안경을 사전 분류하도록 

장려합니다.

제7단계: MyLCI/봉사 활동 보고서에 클럽의 

안경 재활용 프로젝트를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여한 모든 클럽 회원, 지역 주민들과 

수집 캠페인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노력에 대해 표창합니다.

자료
모든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프로그램 자료는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브로셔  

(IAD-403)는 안경 수집에 관심있는 

라이온, 레오,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가 담긴 

간행물입니다.

•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감사장 (IAD-405)은 

안경 재활용 프로그램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수집 위치 서식 (IAD-

404)은 클럽이 지역의 수집 위치를 국제협회의 

‘클럽 찾기’에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국제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안경을 기증할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eyeglasses@lionsclubs.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로고와 국제협회 로고는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안내문 혹은 

기타 자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국제협회 안경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전화: 630.571.5466

이메일: eyeglasses@lionsclubs.org

“혼자서는 작은 일 밖에 할 수 없지만 힘을 모으면 큰 일도 
해 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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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전화: 630.571.5466
팩스: 630.571.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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