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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청소년과 미래를 위해  

어린 시절을 잘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정서적,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집과 학교, 그리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 미야코지마시 

학생들은 국제재단의 대표적인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인 
라이온스 퀘스트를 통해 자신감을 학교 및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미야코지마시 학교 교직원들은 라이온스 퀘스트 사회정서 
학습(SEL)  5개년 전략 계획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지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라이 온스 퀘스트 
전문 강사들은 LCIF 교부금과 현지 라이온들의 도움을 
받아 미야코지마 시의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총 600
곳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온스 퀘스트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청소년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능력 및 팀 구축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로 
이어집니다.”_ 히로아키 니이야마(Hiroaki Niiyama), 미야코
(Miyako)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 퀘스트는 이런 중요한 
기술을 배양합니다.”

“라이온스 
퀘스트는 
중요한 기술을 
배양합니다.” 

제5헌장지역

청소년



LCIF는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라이온들의 기부금 100%가 국제재단 
교부금을 통해 라이온스 봉사 지원에 사용됩니다. 

청소년은 LCIF와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라이온들과 클럽 후원자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캠페인 100은 시력, 
청소년, 재해 구호, 인도주의 활동에 봉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당뇨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처하며 소아암, 기아, 환경 분야까지 확대된 글로벌 주력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라이온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제재단 지원을 통해 소속 지구의 
봉사활동을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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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통해 해결책 마련
하버드 대학은 라이온스 퀘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신체적 정서적 안정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재단은 35년 이상 전 세계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계속됩니다.  

출처/주: 1Durlak, J.A., Weissberg, R.P., Dymnicki, A.B., Taylor, R.D., & Schellinger, K.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 (1), 405-432; 2ResearchGate; 3BBC News; 4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5Job Market Monitor; 6Thapa, A., Cohen, J., Guffey, S., & Higgins-D’Alessandro, A. (2013). A review of school climate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3(3), 357-385; 7Education Dive; 8World Economic Forum; 9Jones, S., Kahn, J., Nelson, B., and Temko, S. (2019). “Year 2 Report: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of Lions Quest Skills for 
Adolescence in Two Middle Schools.” Cambridge, MA: 하버드 대학 교육과 졸업생: 교부금 상한액 변경 가능  

라이온스 퀘스트 
지역사회 파트너십 

교부금  
프로그램 출시 및  

재시행 지원

최대 
US$15,000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 교부금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지원

최대 
US$150,000

어린이들을 위해  
사회정서 학습은 학업 성취와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공을 위한 평생 교육으로 직장에서도 널리 요구됩니다2.

한국 학생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중국에서 겪고 있는 대인 
관계 관련 어려움 

- 학업 성취도                                                
- 친구 관계                                            

- 부모와 충돌4

>30일     
학생 결석률

주요 원인: 가족 상황,  
친구 문제, 따돌림3

144031 
164528 

2017

2018

지도력, 소통, 동기 부여 결여

일본

전 세계 학생들의 현주소 전 세계 현황:

퀘스트를 통해 결석률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학교 생활 지향6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 
지원 시 1불 당 11불 상당 
투자 반환금 발생7

학생들에게 필요한상위 10가지 자질  
및 라이온스 퀘스트를 통해 개발되는  
- 비판적 사고력
- 의사 결정
- 봉사 성향
- 감정적 지능8    

라이온스 퀘스트 
홍보 교부금 

지역사회에 퀘스트  
프로그램 소개 지원

최대 
US$1,500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현지 지구와  
클럽 봉사사업 지원

교부금 금액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