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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4, 11절)
Blanton-Peale Institute는 Reverend Dr. Norman Vincent Peal과 정신과 의사 Smiley Blanton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상담 치료와 회복을 위해 1937년 설립된 상담 전문
교육 기관이다. 신학, 심리학, 그리고 신앙 생활을 기초로 한 식견과 지혜를 통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간의 관계, 가정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어 목회적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은 기초 프로그램 2년과 심화 프로그램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긍휼함이 넘치는 영적 돌봄과 목회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전문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며 수업에서 배운 것을 Blanton-Pleale Institute 외부에서 목회적 돌봄과 상담
사역에 반영하여 그들의 지역 교회와 사회에서 참된 회복을 위하여 봉사함과 더불어 인격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매년 BPI에서 수료증을 받고

졸업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자는 학위를 목표로 공부를 계속 하거나 전문상담가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미국목회상담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회원 신청을 하기도
한다. 본 학교 졸업생들은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 회관, 사회 복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록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본 학교를 찾아오지만,
그들 모두가 Blanton 박사와 Peale 목사의 비전을 지금 이 시대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입학 절차 및 BPI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BPI 프로그램 교육이수 시 지켜야 할 규칙들과 행해야 할 교회 사역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I.

수업일정

BPI는 9월에 학년이 시작하여 5월에 마친다.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편리를 위하여
기초반(KPCCP-BP)과 심화반(KPCCP-AP)이 있다.

한국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또는 토요일 수업이 있으며, 수업 일정은 한 학기 전에 공고된다. 한학기 동안 학생들은 충실히
교수의 지도를 따르며 수업 외에,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것을 Blanton-Peale Institute 외부에서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목회적 돌봄의 현장과 생활에 최선을 다해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실습을
해야 하며 그 실습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슈퍼비전 시간은 슈퍼바이저와 의논해서

정하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슈퍼바이저 노트를 슈퍼바이저의 사인을 받아 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AAPC conference (11월 초)와 연례 수양회, 그리고 연례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을
권장한다.
II.

접수 신청 및 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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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ton Peale 목회 돌봄 & 상담학 프로그램 입학 자격 (기초, 심화반)은 다음과 같다:
* 현 소속 교회나 지역 사회 봉사 단체에서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
* 영적인 돌봄과 목회 상담 실천에 임하는 헌신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
* 자신과 다른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인격적 성숙에 기초하여 신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인 이론과 사역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 학사 학위
입학 신청자는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2개의 추천서, 그리고 최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두 개 중 하나는 직속 상관이나 교수에게서, 다른 하나는 목사님 또는 사회 봉사 단체 원장
추천서이다.

신청자들은

입학

지원서에

사진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지원서는

bpkpccp@gmail.com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을 학기 신청자는 8월 중순까지 원서 제출을 해야 한다.
6월 말까지 제출하는 입학원서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입학 신청자들은 email로 입학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III.

학비 및 수수료

2015-16년도 매 학기 수업료는 $ 1,800.00이며 등록비는 $70.00이다. 한 학기 교재비는 $200.00
정도이며, 본 학교 프로그램이 대학원 수준인 만큼, 많은 양의 다양한 서적을 읽어낼 수 있는
독서력을 요한다. 이 외에, 입학신청비 $55.00과 졸업비 $35.00이 부과 된다. 성적 증명서 신청 시에
$10.00이 부과된다. 반송된 수표에 대해서는 $35.00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초 프로그램 이나 심화
프로그램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한 학생들은 강의 수업 2개, 상담자 되기, 목회 peer 그룹 활동,
슈퍼비전, 그리고 Blanton-Peale 외부에서의 목회 돌봄과 상담 사역 매 학기 당 60시간 (예--10주인
경우 매 주 6시간, 12주인 경우 매 주 5시간)을 통틀어 학기 당 12 학점 시간(credit hour)을 충족
시켜야 한다. SEVIS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들은 $100의 부가세를 학적과에 지불해야한다.
모든 학비와 수수료는 가을 또는 봄 개강일에 지불할 수 있으며, 납부 만기일을 지켜 지불하여야
한다. 9월 7일, 또는 2월 7일 안에 수업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비 $70.00를 감한 전체 학비를 환불
받을 수 있고 9월 14일, 또는 2월 14일 안에 취소하면 반의 학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
14일, 또는 2월 14일 이후에 수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면 학비 환불이 불가능 하다. 등록 취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무단 결석은 자동 등록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비 및
수수료는 늦어도 개강일까지 모든 지불을 마쳐야 한다. 둘째 주까지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주 $50.00 벌금이 부과된다. 학비 지불 후, 영수증 원본은 학생이, 사본은 경리과와 학생 서류철에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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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격 요건

IV.

학생들은 각 수업에서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한 학기에 할당된 학점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 학년은
두 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이 수여된다.
기초반에서 2년의 교육을 거쳤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심화반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심화반의 목적은 기초반에서 배운 이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 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영적

추구와

상담학의

계속적인

조화를

돕기

위함이다.

심화반은

또한

미국목회상담협회(AAPC) 임상돌봄전문가(Pastoral Care Specialist) 신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 밖에 학점을 원하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해
수업에 참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수속이 준비되어 있다. 상담, 돌봄 사역에 필요한
훈련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필요한 수업만을 골라서 청강하기를 원하는 평신도 지도자나
성직자들은 한국어 목회적 돌봄과 목회 상담학 프로그램 디렉터인 손 엔젤라 박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ason777@gmail.com). 각 수업에 대한 학비와 등록금은 서로의 합의하에 결정 된다.
제휴기관

V.

블랜튼 필 대학원은 여러 직업 단체와 교육 기관과 제휴하고 있다.

목회 돌봄과 상담학 (기초 &

심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좀 더 깊은 이론적, 실용적 상담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목회적

돌봄과

목회

상담학

프로그램

디렉터인

손

엔젤라

박사

(ason777@gmail.com)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1.

Blanton Peale 한국어 목회 돌봄 & 상담 프로그램은 뉴욕 신학 대학원 Masters in Professional
Studies (M.P.S) 또는 목회학 석사(M.Div.), 그리고 목회학 박사 과정의 유대 관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2.
2. 또한 본 학교 프로그램 졸업생은 미국목회상담협회(AAPC)의 회중 임상 목회 전문가로써 회원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VI.

목회 상담 BPI 프로그램 이수 과정

1. 기초반
1학년
위기 개입 (Crisis Intervention, 3 학점)
목회상담입문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Theology, and Principles, 3 학점)
목회상담방법론 (Supportive Counseling Methods, 3 학점)
인간발달론 (Developmental Theory,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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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Peer 그룹 세션 I, II (4 학점)
상담자 되기 I, II (Foramtion of Counselors, 2학점)
목회돌봄과 상담사역활동, 슈퍼비전 (6 학점)
2학년
평가 및 진단 절차 (Appraisal, Evaluation & Diagnostic Procedures, 3 학점)
슬픔과 상실 (Grief and Loss, 3 학점)
약물남용과 중독 (Substance Abuse and Addiction, 3 학점)
가족 치료 I (Family Therapy I, 3 학점)
목회 Peer 그룹 세션 III, IV (4 학점)
상담자 되기 III, IV (Foramtion of Counselors, 2학점)
목회돌봄과 상담사역활동, 슈퍼비전 (6학점)
2. 심화반 (3-5학년)
가족치료 II : 시스템 이론 (Family Therapy II: System Theory, 3 학점)
놀이 치료(Play Therapy, 3 학점)
아동 청소년 상담 (Counseling with Children and Youth, 3 학점)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 학점)
집단 상담 이론과 실제 (Group Therapy, 3 학점)
상담과 정신치료 I, II:이론과 기술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 II: Theory and Techniques, 6 학점)
집단 역동성 : 이론과 기술 (Group Dynamics: Theory and Techniques, 3 학점)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3 학점)
이야기를 통한 영적, 정신적 치료 (Narrative Therapy, 3 학점)
정체성과 리더쉽 (Function of Ethics of Professional Identity as a Counselor, 3 학점)
캡스톤 프로젝트 (Capstone Project, 3 학점)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습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cation, 3 학점)
영성분별과 정신병리 (Spiritual Discerment and Psychopathology, 3 학점)
종교심리학 (Psychology and Religion, 3 학점)
종교, 회복력, 그리고 치유 (Religion, Resilience, and Healing, 3 학점)
영성, 인성, 그리고 애착 (Spirituality, Personality, and Attachment, 3 학점)
목회 Peer 그룹 세션 V-X (12 학점)
상담자 되기 V-X (Foramtion of Counselors, 6학점)
목회돌봄과 상담사역활동, 수퍼비젼 (18 학점)
또한 “사역 활동” 과목 학점 이수와 프로그램 등록 자격을 위해서 여러 세션의 그룹 슈퍼비전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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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선임된 담당자와 매 학기 마다 개인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슈퍼비전들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학생이 세련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어 주는 동시에,
학생의 듣기 능력과 상황에 맞는 조언 능력을 키워주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조건 아래 그들 자신의 내면 세계나 진로에 대한 자기 성찰 또는 Peer 그룹
구성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Peer 그룹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도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AAPC 회원 신청자격은 3, 4, 5학년 슈퍼비전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과 슈퍼바이저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에 한해 가능하다. 이외에 프로그램 이수 과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기초 · 심화반 담당자:

VII.

Rev Dr. Angella Son
ason777@gmail.com

프로그램 방침 & 절차

1. 행동 수칙
BPI 학생들은 그들이 속한 교육기관의 학생 본분에 맞는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목회 돌봄 &
상담 프로그램은 신용을 신성시 여기므로, 부정 행위, 기만 행위, 표리부동한 행위 등의 비윤리적인
언행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BPI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교수, 교직원, 학교 관리자 등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BPI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히 대한다. 해결이 복잡한 갈등이 발생시, 프로그램
담당자가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 폭력은 그 형태나 대상을 불문하고 BPI 프로그램에서
퇴학조치로 이어진다.
2. 재정적 의무
블랜튼 필 대학원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생은 지불 완료 때까지 졸업할 수 없고,
졸업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성적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3. 출석
출석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결석한 수업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수업 중 능동적인 참여와 집중을 요한다. 한 학기에 두
번 초과 결석한 학생은 수업 강사의 특별 허가 없이는 그 수업에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업
강사는 빠진 수업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장기 결석인 경우, 학생은 총 담당자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락할 책임이 있다.
4. 지각
수업시간을 지키는 것은 동기들과 강사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다. 수업 시작 후 20분 이상 지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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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결석 처리는 강사의 자유이다. 본 대학원의 수업 과정들은 학생과 강사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각은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혼동을 일으킨다. 두 번의
지각은 한번의 결석으로 처리된다.
5. 수업 준비
학생들은 수업 강의 외에 보충으로 할당된 자료들을 모두 읽어야 하고, 자기 변화 수기 작성, 임상
발표를 위한 케이스 작성, 자기 성찰의 영적 훈련, 수업 내 프레젠테이션과 리포트 등의 과제들을
수업 책임자의 지도 대로 시일 내에 완료 또는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그 수업 학점 이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수업 과제를 위해 드는 비용은 학생 부담이다.
6. 표절 행위
표절 행위는 학문적 정직성을 위배하며 BPI 교육 공동체를 모욕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표절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되지 않으며, 표절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학점 취득 거부와 함께 가급제,
정학, 또는 퇴학 조치가 취해진다. 표절 행위와 정당한 학업의 구분에 대해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은 강의 교수와 솔직하게 상담을 해야 한다.
7. 성적
본 학교의 성적은 아래의 단계로 매겨진다:
최우수 A+ A A우수

B+ B B-

양호

C+ C C-

낙제

F

다른 학교로의 전학 수속을 위해 Letter 성적이 필요한 학생은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한 Letter 성적 신청서를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학기 말에 교수들은 위 성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매긴다. 학생들은 학기 말
평가 기간 동안 교수가 작성한 평가서를 받게 되며, 한 부는 학생이, 한 부는 본 학교 학생 서류철에
보관된다.
8. 평가
평가는 학생들의 개인적 통찰과 돌봄의 기술, 관계적 능력, 직업적 능력, 그리고 더 개발 해야 할
부분 등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자체, peer 그룹, 교수 평가를 포함한다. 평가 과정은 peer 그룹 내에서
일어난다. 교수들은 매학기 교수회의에서 학생의 학업 태도, 사역 활동, 개인 상담 등에 대한 평가를
하며 원하는 학생들에게 평가서를 제공한다. 학생은 그 평가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서명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은 본 학교 교육 과정의 필수 사항으로 인정되기에 교육 과정 수료나 졸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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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 응급 상황으로 결석이 불가피하다면 결석 이유에 대한 증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 개인 상담
BPI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본 학교 학생들이 조력적인 상담을 받도록 권장하고, 특히 상담 무
경험자에게는 이러한 개인 상담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 Blanton-Peale 상담 센터에서는 풀-타임
학생들을 위해 맨하튼 본 지점에서 물가 연동제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담을 의논할 수 있다.
10. 졸업
졸업 자격은 모든 과목을 양호한 평가를 받고 학교에 재정적 의무를 다하여 미납된 것이 없으며
교수평가회에서 통과되고 졸업에세이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 수료증이 수여된다.
11. 전문성 개발과 제휴 기관
본 학교는 전 학생과 교수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단계의 미국목회상담협회(AAPC) 유효 멤버십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기초반 졸업생들은 임상 목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심화반
졸업자들은 그 전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상 감독을 받는다. 또한 학생과 교수들은
미국목회상담협회(AAPC)에서 주최하는 지방 행사나 전국 행사에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12. 참고 서적
학생들은 필수 도서와 교재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그 외에도, 대학원 수준의 에세이를 쓰기 위해
다음 서적들을 참조하기를 권장한다.
Hacker, D. (2006). A Writers Reference (6th ed.). New York: Bedford/St. Martin’s Press.
Templeton, J. (2000) Worldwide Worship. Philadelphia: Templeton Foundation Press.
Templeton 서적은 학생 개인의 종교 의식에 쓰이는 찬송 서적이나 기도집 등의 종교 서적과 더불어
참조해야 한다. 학생은 학문적으로 평판이 좋은 다른 성경책의 사용을 허락한다. The Writer’s
Reference는 학업 과제나 논문에 사용 가능한 APA 스타일과 MLA 스타일을 설명하며, 둘 중 하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스타일 사용 선택은 학생의 자유이다. 학생들은 대학원 레벨에 맞는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13. 학생 기록
학생이 BPI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생 기록부는 빠진 점 없이 완전하게 최근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전 학생은 자신의 학생 기록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 기록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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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완료된 입학 원서 원본
-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 최근 목록
- 학생과 지도 교수가 사인한, 이수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예정 이수 기간이 적힌 교육 이수 개략서
- 최근 정보 및 연락처
- 서명과 날짜가 적힌 학기 등록서
- 학생이 최신의 학교 안내서를 받고, 학교 방침과 절차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과
날짜가 적힌 동의서
- 재정적 후원 보증 이나 보조 선서서나 최근 은행 계좌 통지서
- 승인된 지불 방안이나 장학금 개요
- 해당 되는 학생에 한해, 학생과 그 부양 가족의 SEVIS ID 번호와 I-20 서류 (예전 것과 현재 것),
그리고 외국 학생의 비자 및 여권 사본
- 필수 추천서
- 사역 환경과 학생 활동 스케줄이 서술된 공동체 사역 동의서
- 이수 완료된 수업들에 대한 평가서
- 슈퍼비전을 한 날짜와 사인이 된 각 학기 슈퍼비전 기록
- 매주 수업에 출석했다는 (학생의 서명이 적힌) 출석부
- 전학 관련 모든 서류
- 수료증 사본
- 최근 성적표
학적과에서는 등록 학생들의 모든 컴퓨터 기록이나 서류 기록을 BPI 목회 돌봄 & 상담 프로그램, Ms.
Nancy Simpson, 그리고 Blanton-Peale 교수진과 관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SEVIS(입국 관리 및 I-20 신분)와 관련된 질의 사항들은 학적과나 적합한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물어야 한다.

학생의 연락처 정보는 BPI 교수, 직원, 학생과 관리자 인명록에 들어가는 학생 명부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 학생은 학기 초에 최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유학생
각 학생은 매주 수업 시작 때 출석 체크를 해야 한다. 이 출석부의 사본은 BPI 유학생의 신분을
관리하는 뉴욕 주와 이민국 서류철에 보관된다. 개강 후 3주 후에도 학비 미납일 경우에는 유학생의
SEVIS 신분 재검토에 들어가고, 학비 미납에 대한 학생의 특별한 이유와 지불 방안 개요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그 서류가 학적과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BPI에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으며 유학생 신분을 박탈당한다.
VIII.

이수 과목 강의 계획서

각 학생은 그 학기의 강의 계획서는 물론, 상담 실습과 peer 그룹 세션 계획서를 받는다. 각 계획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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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업에 대한 설명, 교수 연락처, 관계 서적 목록, 수업 규율, 수업 날짜와 시간 및 수업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계획서는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본 학교 학적부에 보관되고, 필요할

경우 강의 계획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모든 BPI 교수들은 개강 1달 전에 모든 강의 계획서를 완성해
두어야 한다.

수업 과제에 대해 질문이 있는 학생은 과제 마감 기한 전에 교수와 그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수업 과제에 대한 무지는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IX.

기초 & 심화 프로그램 수업 과목 소개
기초반 year 1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 3 학점)
본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목회 환경에서 사역 중 맞닥뜨릴 통상적인 위기나 전환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용적 접근 방안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심리
반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하는 여러 위기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신앙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 또한
모색한다.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갈등 발생시, 그 갈등의 존재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능력을 얻고,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갈등 대처 방법(예: 회피, 타협 등)을 확인한다.
학생들은 자신과 학우들이 각각 사용하는 갈등 대처 방법을 비교하면서, 어떤 대처 방법이 갈등을
억제, 해소, 변질 또는 심화시키는지 이해하게 된다. 갈등은 개인적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 기관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포함한다.
목회돌봄입문(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Theology, and Principles, 3 학점)
본 수업은 목회 돌봄과 상담의 입문 과정으로 돌봄의 관계, 목회 돌봄의 신학적 이해, 목회의
정체성과 경계에 대한 전문적 이해, 목회적 지도력의 영적 훈련, 목회 돌봄의 다문화 상황, 목회
돌봄의 다양한 이미지, 변화와 성숙을 위한 목회 돌봄의 적용, 다양한 목회 돌봄의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바른 리더쉽과 돌봄의 자세로 그들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돕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목회상담방법론(Supportive Counseling Methods, 3 학점)
목회상담학은 불안과 분노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가진 오늘날의 사람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상담하고 돌보기 위해 형성된 학문영역이다. 신학적 이해와 일반 심리학의 관점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며

발전해온

목회상담학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

본

수업은

이러한

목회상담학의 기본 개념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목회상담의 방법론을 공부하면서, 목회상담을 올바로
이해하며, 이를 목회와 가정 현장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인간 발달론(Developmental Theory, 3 학점)
인간의 발달은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루기까지 일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는 인생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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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수업의 전반부는 각
발달단계의 과제와 특성들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영적 측면에서 통합적,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대표적인 발달 이론가들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함으로써 인간 발달과
성숙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목회 peer 그룹 세션 I-II (4 학점)
이 토론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1학년들은 자신들의 목회적 성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친근하고도 믿을 만한 환경을 얻게 된다. 심도 있는 동료들 간의 지원, 도움 요청, 협동,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목회적 소명을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고, peer 그룹
세션은 또한 학생들 자신이 더욱 개발하고 습득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상담자 되기 I, II (Formation of Pastoral Counselors I, II, 2 학점)
본 수업은 학생들이 목회 상담의 전문가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치료적, 신학적,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전문적인 목회 상담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살펴봄으로 목회 전문 상담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헌신할 수 있는 신적 돌봄의 상담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상담 사례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교수의 지도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담 행위를 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담자의 위치에서 상담을 받음으로
내담자의 필요와 상담 관계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목회돌봄과 상담사역활동, 슈퍼비전 (6 학점)
블랜튼 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목회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돌봄과 상담 사역을 한 학기에
최소 60시간 두 학기에 최소 120시간 행해야 한다. 이러한 목회 돌봄과 상담 사역을 함에 있어
학생들은 교수 지도와 감독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돌봄과 상담 사역을 통해 배운 경험을 교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본 과정은 지속적인 돌봄의 행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의 자세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사회 사람들의
성숙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의도를 가진다. 모든 학생은
필수적으로 지도 교수에게 그들의 돌봄과 상담 사역활동에 관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이
슈퍼비전은 각 학생의 개인적, 전문적 자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돌봄의 행위에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 등을 터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기초반 year 2
평가 및 진단 절차(Appraisal, Evaluation & Diagnostic Procedures, 3 학점)
본 수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신앙공동체를 보다 온전히 돕기 위한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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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진단과정에 대해 배운다. 본 수업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해 소개하고, 영화, 드라마, 실습
등을 통하여 그 정신질환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경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적
시각과 목회상담기법이 강조된다.
슬픔과 상실(Grief and Loss, 3 학점)
본 과목은 잃어버린 대상을 어떻게 떠나 보내야 하는가, 대상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크고 작은 이별을 경험한다. 이별을 잘 하지 못할 경우 파괴적이고,
고독하고, 비탄에 잠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아의 핵심은 건강한 애도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심리치료의 과정을 “애도할 능력을 회복하며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외상적 대상과의 분리, 부분적 대상의 통합이 건강한 자아의 발달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출것이다. 애도의 심리적 기원, 방법, 애도 과정에 나타나는 감정들, 애도와 성장의 관점에
비추어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돌보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애도 과정 또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약물남용과 중독(Substance Abuse and Addiction, 3 학점)
현대인들은 외부의 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점차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약물 남용과 중독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본 수업은 이러한 약물
남용과 중독의 기본 개념과,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다. 약물 중독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상담 이론과 기술을 공부하여 지역 사회와 교회 현장에서
약물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돌봄의 기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족 치료 I (Family Therapy I, 3 학점)
본 수업은 가족과 관계 치료의 기본 이론 및 실제를 다루는 입문 과정이다. 본 수업은 목회 상담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가족 관계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가족 상담 이론과
기술들에 대해 공부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전문적인 돌봄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매 주 학생들은 가족 치료의 이론과 기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논문을 읽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강의와 토의로 수업이 진행된다.
목회 peer 그룹 세션 III-IV: (4 학점)
2학년들은 이 토론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회적 성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친근하고도 믿을 만한 환경을 얻게 된다. 심도 있는 동료들 간의 지원, 도움 요청, 협동,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목회적 소명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좀 더
심층적이고 자기 계발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는다.
상담자 되기 III, IV (Formation of Counselors, III, IV, 2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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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은 학생들이 목회 상담의 전문가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치료적, 신학적,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전문적인 목회 상담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살펴봄으로 목회 전문 상담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헌신할 수 있는 신적 돌봄의 상담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상담 사례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교수의 지도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담 행위를 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담자의 위치에서 상담을 받음으로
내담자의 필요와 상담 관계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목회돌봄과 상담사역활동과 슈퍼비전 (6 학점)
블랜튼 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목회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돌봄과 상담 사역을 한 학기에
최소 60시간 또는 두 학기에 최소 120시간 행해야 한다. 이러한 목회 돌봄과 상담 사역을 함에 있어
학생들은 교수 지도와 감독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돌봄과 상담 사역을 통해 배운 경험을 교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본 과정은 지속적인 돌봄의 행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의 자세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사회 사람들의
성숙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의도를 가진다. 모든 학생은
필수적으로 지도 교수에게 그들의 돌봄과 상담 사역활동에 관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이
슈퍼비전은 각 학생의 개인적, 전문적 자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돌봄의 행위에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 등을 터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심화반 year 3-5
가족치료 II : 시스템 이론(Family Therapy II: System Theory, 3 학점)
급속히 변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개입 기법들을 본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된다. 또한 시스템 이론의 주요 이론적 관점과 개념, 그리고 치료의 과정을 학습하며 교회 현장에서
보게 되는 역기능적 가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다루는 치료적 능력을 학생들은 배양하게 될
것이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이론과 다양한 사례에 바탕을 둔 관련 논문들을 읽고 이를 수업
시간에 토의하게 된다.
놀이 치료(Play Therapy, 3 학점)
자연현상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성인의 대화치료기법을 어린이 치료에

적용하는 데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놀이는 이러한 대화치료의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수업은 놀이 치료의 이론과 실제 임상에서의 그 응용을 다루게 된다. 본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동들의 행동을 체계론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가정과 그들이 속한 사회,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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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상담(Counseling with Children and Youth, 3 학점)
본 강의는 아동 및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본 강의는 아동 및
청소년 상담을 접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론은 무엇이며, 각 상담적 접근의 기법과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아동 청소년 상담에 적용되는지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제와 강의를 통해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안정성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3 학점)
본 수업은 영성 지도를 통한 영성 형성의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본 수업은 먼저, 상담과 영성지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어떻게 영성 지도자가 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영성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다양한
관계의 측면을 다루게 될 것이고, 영성 분별의 신학과 영성 지도의 목회 신학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논문들을 읽고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토의가 수업 시간에 이뤄지게 된다.
집단 상담 이론과 실제 (Group Therapy, 3 학점)
본 수업은 집단 상담의 역사와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이점들을 배우게 된다. 본 수업을 통해 집단 상담
중에 나타나는 저항과 전이의 개념을 익히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논의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학생들은 집단 상담의 멤버들의 진보의 방향과 상담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평가할 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본 수업은 집단 상담이 단지 개인 치료의 연장이 아니라
독자적인 치료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집단 상담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논문들을 읽고 이를 토의하게 된다.
상담과 정신치료 I, II : 이론과 기술(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 II: Theory and Techniques, 6 학점)
본 수업은 상담과 정신치료의 다양한 이론들과 그 실제적인 사례의 적용을 다루게 된다. 정신분석적,
인간중심적, 실존주의적, 합리주의적, 인지주의적, 그리고 행동주의적 심리치료 이론들을 익히고, 그
각각의 개념과 실제적 기술이 갖는 상담적 함축을 배우며 전문 상담가로서 수반해야 하는 이론과
기술의 지식을 학생들은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음의 문제로 인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전문적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소개하는
논문과 글들을 읽게 될 것이고 강의와 토의를 통해 심리치료의 전문 지식을 확장시켜 가게 된다.
집단 역동성: 이론과 기술(Group Dynamics: Theory and Techniques, 3 학점)
본 수업은 집단의 발달, 그 역동성, 그리고 집단 지도와 집단 상담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는
과정이다. 지도력의 유형과 기술, 그리고 역할을 살펴보며, 집단 개입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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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익히게 되며, 집단의 역동성이 개별 인간 행동과 사고에 끼치는
영향력을 이해함으로 치유 지향적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개입과 방향설정의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3 학점)
본 수업은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상담
상황의 상담가와 내담자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배우는 데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서 생기게 되는 전이와 역전이, 그리고 그것이
치료적 행위에 끼치는 영향 등을 배우면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학생들은 배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담과 치료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의 측면들을 학생들은 보게 되며 효과적인 상담과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야기를 통한 영적, 정신적 치료 (Narrative Therapy, 3 학점)
이야기는 자화상 형성뿐만 아니라 신앙 전통이나 종교 단체의 형성에도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업에서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개인적 삶이나 신앙 생활에 득 또는 실이 되는지 알아보고,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시키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또한 모든 이야기는 교정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영적 재생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다.
정체성과 리더쉽 (Function of Ethics of Professional Identity as a Counselor, 3 학점)
가치는 신앙과 목회 생활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 이 수업에서 우리는 그 가치들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고 숨김없이 정의할 것이다. 우리 자아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경험과 신에 대한 초기 직관에서
시작하여, 신앙과 소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혼합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현재의 개인적, 전문적 발달에 대한 논의 또한 포함한다.
캡스톤 프로젝트 (Capstone Project, 3 학점)
그 동안 미국 내의 한인 공동체는 정신 건강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정신 병리적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한인 사회의 정신 건강을 계몽하고,
정신 건강이 갖는 중요성과 핵심적인 주제들을 알리기 위한 블랜튼 필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는 5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주도로 매년 봄학기가 끝날 무렵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뉴저지 뉴욕 지역의 한인 사회 정신 건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습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cation, 3 학점)
본 수업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을
이해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스타일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들을 살펴보게 된다.
나아가 실제 워크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메뉴얼을 만들어 봄으로 신앙공동체와 각 공동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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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다.
영성분별과 정신병리(Spiritual Discerment and Psychopathology, 3 학점)
본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길과 영적 상태를 분별하며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요소인 분별, 위로와 데솔레이션의 개념을
배운다. 또 보다 견고한 영적 분별을 통해 정신병리와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교 심리학 (Psychology and Religion, 3 학점)
본 수업은 다양한 종교의 현상과 본성들을 심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세워 놓은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과정으로, 그들의 저술을 통해 현대종교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종교경험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 그리고 신학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프로이트와 융, 에릭슨과
코헛과 같은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어떻게 종교경험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며, 더불어 그런 적용이 신학적 사고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종교, 회복력, 그리고 치유 (Religion, Resilience, and Healing, 3 학점)
최근 연구에서 신실한 종교 신앙과 치유와 회복력 향상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 졌다. 이
수업에서는 영적 동반자와 목회 봉사자들이 그들의 활동 결과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종교적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영성, 인성, 그리고 애착 (Spirituality, Personality, and Attachment, 3 학점)
사람의 인품, 성격, 애착 유형은 우리의 목회와 우리가 섬기는 이들의 영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의 필요, 난제, 기호성에 대한 자기 성찰 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본적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위해 융설 심리학(Jungian psychology)과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를
공부하게 된다.
목회 Peer 그룹 세션 V-X (12 학점)
심화 프로그램 학생들은 이 토론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회적 성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친근하고도 믿을 만한 환경을 제공받는다. 심도 있는 동료들 간의 지원,
도움 요청, 협동,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목회적 소명을 더 확고하게
다지면서, Blanton-Peale에서 받은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인성과 전문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하는 기회가 된다.
상담자 되기 V-X (Formation of Counselors V-X, 6학점)
본 수업은 학생들이 목회 상담의 전문가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치료적, 신학적,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전문적인 목회 상담가가
15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살펴봄으로 목회 전문 상담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헌신할 수 있는 신적 돌봄의 상담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상담 사례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교수의 지도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담 행위를 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담자의 위치에서 상담을 받음으로
내담자의 필요와 상담 관계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목회돌봄과 상담사역활동, 슈퍼비전 (9 학점)
블랜튼 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목회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돌봄과 상담 사역을 한 학기에
최소 60시간 또는 두 학기에 120시간 행해야 한다. 이러한 목회 돌봄과 상담 사역을 함에 있어
학생들은 교수 지도와 감독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돌봄과 상담 사역을 통해 배운 경험을 교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본 과정은 지속적인 돌봄의 행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의 자세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사회 사람들의
성숙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의도를 가진다. 모든 학생은
필수적으로 지도 교수에게 그들의 돌봄과 상담 사역활동에 관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이
슈퍼비전은 각 학생의 개인적, 전문적 자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돌봄의 행위에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 등을 터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X.

교수 명단

안젤라 손 교수 (Director), Ph.D., AAPC Certified Fellow, Associate Professor at Drew University
강미영 교수 (Assistant Director), M.Div., L.P.
김영일 교수, M.T.S., Blanton-Peal 연구소
신현근 교수, MBA, Spiritual Director
양용석 교수, (Assistant Director), Ph.D., National Naval Medical Center
이수연 교수, MA, LMFT, Family Services Woodfield, Approved M & FT Supervisor
장정은 교수, Ph.D. Cand.(Drew University), Harlem Family 연구소
이인숙 교수 (Distinguished Faculty), Th.D., AAPC Fellow, Associate Professor at New York Theo. Seminary.
이광유 교수, M.Div./M.A, Drew University Ph.D. candidate
XI.

공고

이 안내서는 지금 현재 제공 가능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입학 절차와 교과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좀더 최근의 정보를 원하는 지원자들은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 관리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Blanton-Peale Institute는 본 교육기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 교육 과정, 훈련 및
입학필수 과목들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소지한다. Blanton-Peale Graduate Institute는
필요에 따라 학비와 수수료, 그리고 입학 절차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한다. 지원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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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입학 여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절차를 숙지하고 따라야 하며, 이것은 대학원에서 발행된
통지문을 읽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 정확한 정보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Blanton-Peale 프로그램은 인종, 종교 신조,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신체적 장애, 민족 배경, 생활 양식,
문화, 종교, 수입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입학이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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