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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의 '친절을 위한 퀘스트' 꽃차는 학생들이 감정의 바다를 항해하고 

꿈을 꾸며 목표를 믿고 달성하도록 돕는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2021 년 12 월 28 일) – 미국 학생의 20% 이상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1, 33%가 학교 밖에서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2.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업적으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제 133 차 로즈 퍼레이드에서 꽃차 한 대가 꿈을 꾸며 목표를 믿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괴롭힘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활기 넘치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친절을 위한 퀘스트’ 

꽃차는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젊은이들이 사회정서학습(SEL)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탐구에 나선 우수한 학생, 교육자 및 라이온들을 세 척의 배로 

묘사한다. 

 

라이온스 퀘스트는 1-12 학년 학생들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이며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의 지원을 받는다. 사회정서학습(SEL)은 

학생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타인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사고방식, 기술을 

습득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체 성적이 11% 

상승했고 출석률이 높아졌다. 또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라이온스가 진심으로 

봉사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은 전 세계 105 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학습(SEL)이 학생의 전반적인 성공과 행복에 

미치는 가치를 이해하는 훌륭한 교육자와 협력함으로써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목표를 

믿고 달성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더글라스 X.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친절을 위한 퀘스트’ 꽃차 및 주요 탑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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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피트 높이의 ‘친절을 위한 퀘스트’ 꽃차가 아름다운 수십 송이의 꽃과 기타 천연 

재료로 장식된다. 구명구를 갖춘 배는 거친 감정의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에 굴하지 않고 

교육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등대는 사회정서적 역량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 등대 

옆에는 두 마리의 거대한 사자가 있으며, 한 마리는 그물을 사용하여 친절과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기술을 얻고, 다른 한 마리 사자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주요 탑승자: 

• 더글라스 X. 알렉산더, 국제회장 

• 짐 클립펠(Jim Klipfel), 소거스 고등학교 사회 교사/ 2021 년 캘리포니아 올해의 

교사 

• 알렉산더 위드먼(Alexandre Widman), 2021 년 라이온스 클럽 학생 연사 

경연대회 우승자 

 

"우리 라이온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진심을 다해 봉사하는 훌륭한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소개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로서 전 세계 200 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48,000 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 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17 년부터 라이온스는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적 봉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봉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ionsclubs.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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