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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며 저는 환경문제에 관하여 등한시 해왔습니다.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무겁고 엄청난 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는 환경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있고, 어떤 섬나라는 해수면이 육지로 올라와서 나라와 국민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반복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소홀히 하여 생
긴 결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 문제가 이처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재난과 예
상치 못 하는 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결심을 하고 실천해 왔던 몇 가지 환경보전에 관한 일들을 말씀드리며 같이 실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씁니다.
첫째 우리 집은 화학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조금 비싸지만 천연 비누를 구매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엄마의 생활이 바쁘셔서 구매 후에 별도의 제작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 하셨는데,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고, 물 오염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샴푸역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샴푸대신 엄마가 손수 만들어서 사용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홍삼 즙이나 칡즙, 올리브 오일 등을 통하여 만드시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효과가 만점입니다.
머리에 윤기도 흐르고, 좋은 냄새도 풍겨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무척 상쾌합니다.
우리 집에는 식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우리 집의 습도를
조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기간을 정하여 꽃에 물을 주고 잘 가꾸는 일인데 자꾸 잊어버려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식물들 덕분에 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분이 항상 상쾌합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특히 마음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껴 쓰기와 나눠 쓰기입니다.
물건을 한 번 받으면 제법 오래 사용하는 저는 낡고 헤져도 쉽게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제게 한 번 오면 몇 년을 간직하곤 합니다.
친구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던 비싼 물건들을 생일 선물이나 어린이날 상품으로 받은 후 며칠 이
지나면 그냥 버려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실천한 결과
입니다.
지금도 제 서랍장 한편에는 오래되었지만 손때 묻은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병이라고 엄마가 가끔 말씀하시지만 제 어릴 적 추억과 그로 인해 즐거
워했던 옛일들이 생각나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반 친구들 가정도 저와 같이 많은 일에 친 환경적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
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동안 지구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아빠와 함께 호수에 가면 호수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평화롭고 한가하게 노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하고 물 위로는 오리들이 헤엄을 치는 모습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이
호수를 특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호수공원 여기저기에서 뽐내며 서 있는 은행나무며, 파란 잔디밭 모두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처럼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호수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다면 어렵게 가꾸어놓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가꿔온
자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자연이 숨 쉬지 못하게 되면 그곳에 사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
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환경보호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구에 기대고 사는 우리 인류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지구를 지키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의 멋진 자녀로 남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