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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버츄프로젝트
한국버츄프로젝트는 버츄프로젝트 인터내셔널(Virtues Project International)의 파트너

로서 버츄프로젝트의 국내 보급과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성문화 발전에 기여하

고자 노력하고 있음

1. 버츄프로젝트 개요

1.1 비전 : 미덕의 언어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  언어 속에는 힘이 있다.

-  미덕의 언어 속에는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조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있다.

1.2 목표 : 우리 사회의 인성문화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가품격 향상에 기여

-  미덕연마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전략과 방법을 제공한다.

-  개인의 인성개발을 돕고 조직의 인성문화 개선에 기여한다.

1.3 창안자 : 린다 캐벌린 포포프(정신요법의사), 댄 포포프(비교종교학자), 존 캐벌린

(영상기술 전문가)

1.4 약사(略史)

1970년대 중반 북미에서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

1980년대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성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으로 발전

1988년 버츄프로젝트 코어 그룹 결성

1991년 버츄프로젝트 인터내셔널(Virtues Project International) 설립

1990년대 풀뿌리 인성운동으로 세계 각국에 전파

1994년 UN사무국에서 범세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인정

2003년 한국버츄프로젝트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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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 전파되어 활용되고 있음

▣ 첨부 1. 버츄 프로그램 도입 단체 참조

1.5 추천의 글

버츄프로젝트는 모든 문화권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세계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전형입니다.

- UN 사무국, 1994년 UN이 제정한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본인은 버츄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버츄프로젝트는 사랑, 친절, 정

의, 봉사와 같은 보편적인 미덕을 선양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 달라이 라마, 2002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미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왜 

매뉴얼도 없이 태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던 부모님들, 바로 여기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오프라 윈프리, TV토크쇼에 출연한 린다 포포프의 저서를 소개하며

부모가 된 이래 저는 제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 갖가지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찾아다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무언가 부족하

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덕의 언어에 푹 빠지게 되었으니 제 가

족을 영원히 이끌고 지켜줄 것을 찾은 셈입니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 부모센터, 린 M. 깁슨

나에게 버츄프로젝트는 새로운 안경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 나의 가족, 

교회, 지역사회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워싱톤, 모세 레이크, 에마뉴엘 루터 교회 목사, 케번 스미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 (학교의) 

화합을 도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버츄프로젝트)

를 통해 퍼즐의 거대한 부분이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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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온타리오 오웬 사운드 빅토리아 공립학교 교사, 에일린 웨인라

이트

저희 회사 일부 직원들과 함께 버츄 워크숍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 번 버츄프로젝트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저희 직원 모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 김명진, 대구 레고 교육 담당자

버츄프로젝트는 인성교육을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

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

도록 교육하는 인성교육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할 

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버츄프로젝트는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학교 현장

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이며 실천 방법입니다.

- 김보정, 구리 백문초교 교사

버츄프로젝트의 미래는 밝은 정도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 박영하,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도덕담당 교사

2. 버츄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종류로는 버츄 워크숍과 버츄 트레이닝의 2가지가 있음

-  모든 교육은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음

-  버츄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은 미덕 연마에 도움이 되는 5가

지 전략을 습득하는 것임.

▣ 첨부 2. 버츄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 참조

2.1 버츄 워크숍

쉽고 재미있게 미덕을 연마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버츄프

로젝트의 5가지 전략을 익힘

-  버츄프로젝트의 비전, 목표, 철학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이어 ‘버츄 

인터뷰’, ‘빛났던 순간과 어두웠던 순간’, ‘꼬리표 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버츄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을 습득함

-  일반 버츄 워크숍과 맞춤 워크숍이 있으며, 맞춤 워크숍은 가정, 학교, 기

업, 단체 등의 요청에 맞게 내용을 달리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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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츄 워크숍에는 인성교육이나 조직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음

-  버츄 워크숍에는 최소 8시간이 소요됨

2.2 버츄 트레이닝

버츄 워크숍 심화과정으로 버츄 워크숍 진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연마

-  개인적인 인성연마와 가정,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에서 버츄프로젝트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

-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버츄프로젝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즉 버

츄 워크숍 진행자로서 활동할 수 있음

-  버츄 워크숍 수료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4시간이 소요됨

2.3 참가후기

“3일 간의 강의로 내 자신이 변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선입견, 편견을 버릴 

수 있고 새로운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 2009. 4.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버츄 트레이닝 참가후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하는 것과 나도 새롭게 살

아봐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대에 돌아가서 남들이 비웃더라도 꾸준히 

배운 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 2009. 4.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버츄 퍼실리테이터 트레이닝 참가후기

“우리의 미래 교육은 ‘버츄’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석했다. 정말 이

번 기회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너무 기쁘다. 학급 아

이들과 내 자녀에게 버츄프로젝트의 다섯 가지 전략을 활용하여 행복한 미

래를 펼치게 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 2009. 7. 태릉,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쓴 버츄 워크숍 

참가후기

“처음엔 학급 인성교육과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참여했는데 결국은 제 자

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삶을 되돌아보는 기

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 2009. 8. 서울여성플라자. 버츄 퍼실리테이터 트레이닝 참가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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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버츄 프로그램 활용 단체

<국내>

- C.J.푸드빌 인재개발원

- KMA(한국능률협회) '미덕의 언어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

- SK 행복도시락

- 경기도 가평교육청 산하 경기도 교직원 가평수덕원 교사 연수프로그램

- 경기도 가평교육청 상담자원봉사교사 연수프로그램

- 경기도 고양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

- 경기도 김포교육청 상담자원봉사교사 연수프로그램

-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상담 자원봉사교사 연수프로그램

-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영재교육원

- 경기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 경기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공군 교관조종사 연수프로그램

-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 공군 신임조종사 자부심 향상 프로그램

- 광운대학교 초등교사 연수프로그램

-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

- 광주광역시교육청 보건교사 연수프로그램

- 국군간호사관학교

- 대구시교육청 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

- 대우증권

- 대전 YWCA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부산생명의전화

- 삼성화재, ‘고맙습니다’ 캠페인, 버츄택시 후원

- 서울 마포아동복지센터

-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서울 신화초등학교

- 서울 을지초등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 서울랜드 버츄타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교사 연수프로그램

-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문상담교사 연수프로그램

-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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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충남 아산교육청 산하 초ž중ž고등학교

- 충남 아산시

- 충남청소년육성센터

- 충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 하남시 가정폭력ž성폭력 상담소

- 현대자동차, 버츄택시 후원

- 외

<해외>

- 뉴질랜드 건강사회 이니셔티브

- 뉴질랜드 Living Value 프로그램 

- 미국 아리조나 주지사 정책사무실

- 미국 홀마크 카드사

- 미국 몬테소리 인터내셔널(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e)

-  미국 Council Against Sexual Abuse, Phoenix, Arizona

-  미국 Church Council of Greater, Seattle, Washington

-  미국 Boys & Girls Clubs of America Think Tank on Character

-  미국 Junior Peacemaker's Club, Harlingen, Texas

-  미국 King County Drug and Alcohol Prevention Division, Washington

-  미국 전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1)

- 바누아투 정부

-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사

- 오스트레일리아 Perth Kinway Family Service

- 캐나다 뱅쿠버시 교육위원회

- 캐나다 밝은미래 연방정부 프로그램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교 교육학부

- 캐나다 맥밀란 브로델 주식회사

- 캐나다 북서부주정부 여성부

- 캐나다 Yukon 원주민 프로그램 Liard First Nation

- 캐나다 National Drug Commission, Bermuda 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

 -  캐나다 Brighter Futures Federal Program, Government of Canada

-  캐나다 Society of Aboriginal Addictions and Recovery Services

-  캐나다 Women's Directorate, Northwest Territorial Government

- 쿡 아일랜드 교육부

1 ) 초 등 학 교 에 서  대 학 교 에  이 르 기 까 지  미 국  내  모 든  공 립 학 교 에  종 사 하 는  교 직 원 , 은 퇴  교 직 원  및  사 범 대 학  학 생
들 을  망 라 하 는  조 직 으 로 서  320만  명 의  회 원 과  1만 4천 여  개 의  지 부 를  거 느 린  미 국  내  최 대  직 능 단 체 이 자  노 동
조 합 . 최 근  버 츄 프 로 젝 트 를  온 라 인  인 성 교 육  프 로 그 램 으 로  도 입 했 음 . h ttp ://ondem and .neaacadem t.o rg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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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교육부

- 피지 법무부

- 외 다수

※ 피지공화국의 경우

- 2000년 피지 교육부는 전국 900여 개의 모든 학교에 버츄프로젝트 교재를 공급, 활용토록 

했음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피지 정부는 UNDP와 호주 원조기금의 후원을 받아 버츄프로젝트

를 도입

- 국내 모든 TV, 라디오, 신문 매체의 도움을 받아 '금주의 미덕' 캠페인을 펼쳤음

- 학교 폭력,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음

- 피지 법무부는 교도소마다 버츄프로젝트 교육을 받은 2명이 교도관을 배치시켜 간수와 죄

수, 죄수와 죄수 사이의 폭력 발생률을 0%로 낮추었으며, 특히 장기복역수의 인성교육에 

버츄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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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버츄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

버츄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버츄프로젝트

에서 개발한 5가지 전략을 습득, 미덕연마를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체화시키

는 것임

1.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Speak the Language of the Virtues 

언어는 미덕의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언어는 우리의 경험을 결정짓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영감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사기를 꺽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가정, 학교, 조직의 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다. 미덕의 언어가 지닌 힘을 활용하면 내면의 미덕을 일깨우고 강화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격려할 수 있다. 미덕의 언어로 말하기는 수

치심과 비난 대신 책임감과 존중이 자라나게 도와준다. 이 전략은 서로의 내면

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2.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Recognize Teachable Moments  

버츄프로젝트에서 말하는 배움의 순간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

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순간을 말한다. 그리고 의미의 기

저에는 언제나 미덕이 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전을 미덕 연마의 기회로 인

식하고 그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으면 우리 내면의 힘을 보다 예리하게 인식하

고 강화시킬 수 있다.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겸손과 보다 나은 자신에 대한 확신

이 있으면 모든 걸림돌은 주춧돌로 변한다.

3.  미덕의 울타리TM를 쳐라 Set Clear Boundaries 

존중, 평화, 정의를 토대로 세워진 명확한 규범과 원칙의 경계선은 보다 평화롭

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울타리이다. 조직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관계

에서도 울타리가 필요하다. 미덕의 울타리는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우

리의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 건강을 보호해 준다.   

4.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Honor the Spirit   

이 전략은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



한국버츄프로젝트 9

된다. 나아가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고, 사람들과 어울려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고, 특별한 날이나 사건을 함께 기념하도

록 격려해 준다. 이 전략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품위 있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가정, 학교, 혹은 직장에서 공

동의 비전 선언서를 만들면 조직의 정신이 살아나고 구성원의 화합과 사기가 높

아질 수 있다.

5.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 Offer Spiritual CompanioningTM 

동반은 상대방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는 것이다. 이 전략

은 초연과 동정의 미덕을 함께 동원한 경청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 상담

기법이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어진 상황의 심층적인 의미와 관련된 

미덕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정신적 동반’이라 불린다. 정신적 동반은 문제의 한

복판에서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고 내면의 지혜를 발휘해 문제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전략은 슬픔, 분노, 혹은 충격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이

다. 또한 미덕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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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 미덕의 보석함, 버츄카드

버츄카드는 버츄프로젝트에서 개발한 교육도구이다. 버츄카드 속에는 버츄프로젝

트에서 선정한 52가지 미덕의 의미와 연마방법, 그리고 그를 위한 다짐의 말이 

담겨있다. 버츄카드는 교육 현장에서는 물론 각종 모임과 활동에서 다양한 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버츄카드를 활용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미덕의 대화로 시작

해 보라. 버츄카드는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모임의 의미와 정신을 일깨워 준다. 

대화의 깊이와 품위를 더해 주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증진시켜 준다. 

개인적 성찰의 시간에 버츄카드를 활용하면 내면의 힘을 일깨우고 영감을 주는 

소중한 벗이 되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