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KCCP 학사 안내서 (Handbook)
이 안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입학 절차 및 이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블랜톤
필 상담 프로그램 교육방침과 사명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This handbook explains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BPKCCP and outlines current course offerings at the
Blanton-Peale Institute. It is also meant to communicate as clearly as possible the educational mandate and mission
of the BPKCCP.

I.

학사일정 (Academic Schedule)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Basic and Advanced Programs)
학사일정은 9월에 학년이 시작하여 5월에 마친다. 학기당 적어도 9학점, 1년동안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혹은 토요일에 수업이 있지만 한학기 동안 학생들은 충실히 교수의 지도를 따
르며 수업 외에,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것을 Blanton-Peale Institute 외부에서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돌봄
과 상담의 현장과 생활에 최선을 다해 돌봄과 상담의 실습을 해야 하며 그 실습에 대한 슈퍼비전을 현장 슈
퍼바이저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본 교육과정은 2명의 교직원이 관리하는 현장실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상담을 동반한다. 개인상담 시간은 슈퍼바이저와 의논해서 정하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상담노트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The academic year runs from September through May and each student must take at least 9 credits each semester or
18 credits each academic year. While course meetings for the programs are concentrated on one weekday, Monday
or Saturday, all students are expected to demonstrate a wholehearted commitment that extends to the rest of their
lives. The programs include the field education which will be supervised both by the supervisor at the site and by
two BPKCCP faculty members. Supervision notes must be submitted before the end of each semester.

II.

입학신청절차 와 입학허가 (Application Process and Admission)

1) 기초반 심화반의 입학신청 자격 (Application Qualifications for Basic and Advanced
Programs)
1.

2.

3.
4.

신분 (Status): 내국인, 외국인 모두 가능 / 외국인의 경우 I-20이 있어야 하며 I-20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본교에서 I-20의 발행이 가능함.
Permanent resident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will receive an I-20 when admitted into the program.
학력 (Level of Education):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가늠하는 학력의 소지자로서 평균점수가 2.5
이상이어야
함.
Completion of a bachelor’s degree or its equivalent with at least a 2.5 GPA.
나이(Age): 제한 없음(No limit).
기타(Other)
A.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 (Self-reflective person)
B. 돌봄과 상담의 실천에 강한 헌신적 자세를 가진 사람
Strong commitment to the strengthened practice of supportive caregiving, and counseling
C. 자신과 다른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5.

6.

7.
8.

사람
Ability to work in a group setting with persons from diverse backgrounds such as religious
traditions, cultures, and
ethnic backgrounds
D. 인격적 성숙에 기초하여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Capacity to integrate theory and practice grounded in personal maturity)
입학신청 및 필수 제출 서류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A. 입학신청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추천서 1장, 3개월 이내에 찍은 여
권사진 1장(Application form, self-narrative, copies of official transcript and graduation
certificate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one recommendation letter, and one passport photo
taken within the last three months should be submitted)
B. 입학지원서 신청과 모든 입학지원서류 (pdf 스켄본)을 ason@blantonpeale.org로 보낸다
Request for application packet and completed application materials (pdf) should be sent to –
ason@blantonpeale.org.
C.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s): I-20 사본, 비자 및 여권사본, 주소지 증명, 본인의 잔고증
명 또는 후원자의 후원진술서 및 후원자의 은행 잔고증명
International Students: Copies of I-20, VISA, and passports of students and their dependents, pr
oof of address,
and a copy of the student’s bank statement or guarantee statement of sponsor and the sponsor’s b
ank statement
입학신청 마감 (Deadline of Application)
가을학기 기준 8월 15일 봄학기 기준 1월 15일(15th of August and January for the fall and spring
semester respectively)
입학허가 통지는 이메일로 한다
Notice of admission will be communicated by email
담당자(Contact for questions):
Angella Son, Director
212-725-7850, ext 405, ason777@gmail.com

III.

학비 및 수수료(Tuition and Fees)

1.

수업료는 학점당 $ 200.00 이고 등록비용은 $70.00이다. 매 해 학비는 18학점 기준 $4,000.00이며
24학점을 기준 $4,800.00이다. 한 학기 교재비는 보통 $200.00 정도이다. 이 외에, 입학신청비
$55.00과 졸업비 $30.00이 부과 된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공식서류 신청시에 각 문서 당 $10.00이
부과된다. SEVIS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들은 $100의 신청비용을 학교에 지불해야한다. 지급한
비용의 체크가 부도가 나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거부가 되는 경우 추가비용은 $35.00 이다.
Tuition for each credit is $200.00 and the registration fee is $70.00, i.e., the tuition for the academic
year is $4,000.00 for 18 credits and $4,800.00 for 24 credits. The cost of textbooks for each semester
is usually $200.00. The application and graduation fees are $55.00 and $30.00 respectively. The fee
for issuance of I-20s is $100.00. The fee for each official document is $10.00. When checks are
returned or the credit card is declined, the fee will be $35.00.

2.

정규학생(기초 및 심화반)은 매학기에 최소 $2,000.00이 부과 된다. 파트-타임 학생도 정규학생과
같이 매 학점당 $200.00 수업료가 부과된다. 기초 프로그램 이나 심화 프로그램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한 학생들은 강의 수업 2개, 상담자 되기, Peer 그룹 활동, 슈퍼비전, 그리고 BlantonPeale 외부에서의 돌봄과 상담의 현장실습을 통틀어 학기 당 최소 9학점 시간 (credit hour)을 충족
시켜야 한다. 목회 돌봄과 상담 사역은 매 학기 당 최소 40시간(예--10주인 경우 매 주 4시간,
12주인 경우 매 주 3.5시간) 과 준비 시간 40시간을 을 충족 시켜야 한다.
Effectively, full-time students are charged at least $2,000.00 per semester for Basic & Advanced
Programs. Part-time or special students will be charged $200.00 for each credit hour. Full-time
enrollment in Basic & Advanced programs require that the student carry at least 9 credit hours per
semester, including two didactic courses, formation of counselors, peer group, a care & counseling field
education, and group and individual supervisions. The field education should be a minimum of 40 hours

of field work and 40 hours of preparation time per semester (e.g., 4 hours/week if 10 weeks or 3.5
hours/week if 12 weeks of field work)
3.

모든 학비와 수수료는 가을 또는 봄 개강일 일주일 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학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반송된 수표 (bounced check)나 신용카드가 거부 ( declined credit card) 되었을
경우에는 $35.00 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개강일 전에 수업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비
$70.00 를 감한 전체 학비를 환불 받을 수 있고 수업일 이후 취소하면 학비를 환불 받을 수 없다.
등록취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무단결석은 자동등록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등록은 지난학기학비가 전부 납부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수업시작일 이후 수업료를 납부할
경우 $100.00 의 지체비용이 부과된다. 학비 지불 후, 영수증 원본은 학생이, 사본은 경리과
서류철에 보관한다.
All tuition and fees are payable one week prior to the first day of class for the fall and spring terms.
The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prompt payment. Any returned check or declined credit card will
incur a cost of $50.00. A student may withdraw before the semester starts and receive a full refund for
the term, less the $70.00 registration fee. If withdrawal occur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classes,
then the student is responsible for the entire semester tuition and no refund will be given. Not
attending classes does not constitute an official withdrawal. A withdrawal must be stated in writing
and sent to the director before the specified dates. Anyone that has not paid fully for the prior
semester will not be allowed to register for the following semester. A late fee of $100.00 will be
charged if tuition is unpaid before the first day of classes. Copies of receipts for tuition payments will
be filed in the BPKCCP academic files.

4.

각 학년 대표격인 반장은 장학금 $200.00, 그리고 반주자는 장학금 $50.00 매 학기 받게된다.
Coordinators for each class will receive $200.00 per semester in scholarship and musical
accompanists will receive $50.00 per semester as scholarship.

IV.

수업과정의 자격요건 (Program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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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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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must receive credit in each one of their courses in order to receive credit for a given
semester. Both semesters must be finished in order for the student to complete an academic yea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Basic and Advanced Programs, students are granted a Certificate of Completion. No
student can be admitted to the Advanced program without having completed the Basic Program or its
equivalent or else holding an appropriate graduate degree. The goal of the Advanced Studies Program is to
expand the theoretical work begun in the Basic Program, and to support the continued individual integration
of spirituality and counseling in each student.
이밖에 학점을 원하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 수업에
참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상담, 돌봄에 필요한 훈련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필요한 수업만을 골라서 청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어 돌봄과 상담학 프로그램 디렉터인 손
엔젤라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각 수업에 대한 학비와 등록금은 서로의 합의하에 결정 된다.
BPKCCP 에 나중에 입학할 경우 이전에 수강한 수업은 면제받게 된다.
Individual and intensive courses can be taken for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professional
development, or personal enrichment. Anyone wishing to address training needs in counseling skills,
caregiving, and other specific topics of interest may take individual courses only with the approval of the
program director. Part-time students who have enrolled for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or professional
development may later apply to BPKCCP as regular,full-time students, with credit being provided for previously
completed coursework. Such students should discuss this possibility with appropriate program director.

V.

제휴기관(Professional and Educational Affiliations)

블랜튼 필은 직업 단체와 교육 기관과 제휴하고 있다.

The Blanton-Peale Graduate Institute has an affiliation with professional and degreeconferring institution.
1.

뉴욕 신학 대학원 Masters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tudies (M.P.S) 또는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 12 학점이 인정되며 학점 교류가 다른 두 신학교와 가능하다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NYTS) currently accepts 12 transfer credits from
the B P K C C P toward either the Master of Arts (M.A.) or the Masters of Divinity
(M. Div.) degree and credit transfer are possible with two other theolog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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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는 본 교육기관의 판단여하에 따라 교육과정, 훈련 및 입학필수 과목들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소지한다. Blanton-Peale Graduate Institute 는 필요에 따라 학비와 수수료, 그리고
입학절차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한다. 지원자들은 그들의 입학과 수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절차를 숙지하고 따라야 하며, 이것은 본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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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배경, 생활양식, 문화, 종교, 수입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입학이 허락된다.

This Handbook provides information about application procedures, curriculum, and policies.
The information may not be up to date and those who want the most updated information should
contact the Director. Blanton-Peale Institute may change its procedures, policies including
tuition and fees, and curriculum or cancel courses as it sees fit at any time. Students are expected
to read and follow procedures and policies noted in this Handbook and all the updated
information. Blanton-Peale Institute respects and practices equality in admission procedures
regardless of one’s race, faith belief, nationality, sex, sexual orientation, physical disability,
ethnic background, lifestyle, culture, religion, economic status, o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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