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ritual Care (Clinical) Chaplain
1. What is chaplain?
채플린은 전통적으로 성직자로서 목사, 사제, 목사, 랍비, 이맘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병원, 교도소, 군대 등에서 각각의 종교적 사역이 있으며, 해당분야는 대사관,
학교, 노동조합, 비즈니스, 경찰서, 소방서, 대학, 스포츠 클럽들이 포함된다. 의회에는
정치인들을 위한 상원하원의 채플린과 정부 내 각종기관에 해당하는 채플린이 있다.
목사직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학교, 병원, 회사, 대학, 교도소 등 에서 채플린으로
임명되어 사역할 수 있다.

2. Professional Clinical Chaplain (병원원목)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경험이 있으며 임상교육을 받은 목사로서 전문 목사조직의
인증을 받고, 병원, 호스피스 등의 의료기관에서 팀의 필수구성원으로 봉사한다. 채플린의
주요역할은 환자/거주자, 가족구성원 및 의료진에게 영적 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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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및 교육이수요건 Professional Clinical Chaplain (병원원목)
신학관련 학점과 병원원목특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목사안수는 필수는 아니나
받을 것을 권장한다.
I. 신학교육이수
대표적인 인증기관 ATS 등의 인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신학관련학위 과정의
이수가필수이다.
 M.Div.관련학과의 교육이 필요하며, 학점은 72 학점이상의 Credit(학기제Semester)이 요구된다.
 관련정보: https://acpe.edu/education/cpe-students
 Council of Higher Education Association
 Middle States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More information:
Association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 (ACPE)
: The Standard in Spiritual Care & Education
55 Ivan Allen Jr. Boulevard, Suite 835
Atlanta, Georgia 30308
Phone: (404) 320-1472, Fax: (404) 320-0849
II.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CPE)는 병원 원목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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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사역과는 다른 특수한 분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CPE 4학점필수: 1학점은 보통 3개월 과정이며 총 400 시간의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CPE Unit I: Concentration: “Self Awareness” (Being in Ministry)
 CPE Unit II: Concentration: “The Pastor As Caregiver” (Having in Ministry)
 CPE Unit III: Concentration: “The Pastor As Theologian” (Knowing in Ministry)
 CPE Unit IV Concentration: “The Integrated Pastor” (Doing in Ministry)
 총400시간은

일반적으로

교수와

함께

하는

강의시간이

150시간이며,

실제환자들을 만나는 임상교육시간 250시간으로 구성된다.
 신학 M.Div와 병행하여 CPE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M.Div과정에서 선택,
(Elective) 과목으로 교육 가능하다.
III. 인턴 과 레지던트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턴: CPE 교육과정에 제공하는 교육기관에서 학점 필수요소인 임상교육 (각
1점당 250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총 4번의 4학점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수,
직장이 있거나 학업 등 기타여건으로 Part Time 개념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레지던트: 병원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CPE교육과정을 1년 안에
총1,600시간의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다. Full time 개념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보통 1학점을 이수한 인턴에게 레지던트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과정입학은 엄격한 심사와 인터뷰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
신학교육을 72 학점이상을 이수하였다고 해서 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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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목사역환경
I. 병원 및 호스피스 등의 기관
병원원목과정은 신학생들이 졸업 후 교회사역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병원이나 호스피스 등의 기관에서 직접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
 교육이수 후 자격이 되는 자는 병원원목으로 사역을 할 수있다.
 병원의 직원으로 사역함, 병원의 각종 연봉수령과 혜택수혜가능.
 Part time & Full time 사역가능, 교회사역과 병행가능.
 주류사회의 기독교 사역의 일원담당.
II. 급여현황
The average Chaplain - Healthcare salary in Los Angeles, CA is $68,813 as of May 27, 2021,
but the range typically falls between $61,993 and $75,539. Salary ranges can vary widely
depending on many important factors, including education, certifications, additional skills.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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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lary.com/research/salary/benchmark/chaplain-healthcare-salary/los-angeles-ca

5. 정부공인 CPE 제공교육기관
CPE 교육은 아무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여야
한다. 향후 GMU 에서는 CPE 교육을 제공하는 공인기관과의 협업에 의해 GMU
학생들에게 양질의 CPE 교육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를 하고, 병원원목이 되어
다양한 병원의 환경에서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자 한다.
I. 주요교육기관
Accredited CPE Centers는 각 주 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Southern CA 경우 약
20개의 교육센터 및 병원이 있다.
온라인 수강할 수 있는 CPE 센터들이 타주에 있으며 이런 센터에서 온라인 수강과
함께 승인 받은 Clinical site에서 실습할 수 있다.
 Accredited CPE Centers Directory 주소:
https://profile.acpe.edu/accreditedcpedirectory
 현재 아래 기관과 협력예정이다.
St. Joseph Hospital
Street 1100 W Stewart Drive, Orange, California
Phone (714) 771-8137, Fax (714) 771-8927
Educator(s):
Teleso Satele teleso.satele@providence.org (310)303-6156
Bryan Ferry bryan.ferry@providence.org(818)847-3353
R.C. Freeedom Ministries, Inc
4243 Piedras Dr. East, Suite 115
San Antonio, TX 78228
Phone: 210-819-5832
100 hours of classroom didactic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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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hours of clinical work (14 clinical hours per week) during the CPE unit
Total of 300 hours per unit). The online meeting is once a week for 20 weeks.
The application fee is $75 (nonrefundable).
The tuition fee is $2,525 per unit.

II. CPE Application
Association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ACPE)사이트에서 별도로 제작된 Application
& Instructions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신청서를 작성한 후 Accredited CPE Centers
담당자에서 접수 신청을 한다. 신청비는 각 교육센터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다르다.
 Visit the directory on the ACPE homepage.
 Search by state to locate the programs in your area. Listings will show up
alphabetically by program and/or hospital name.
 Contact the program(s) that you are interested in to inquire about schedules, fees,
interview dates, and admission requirements. Please note that every center is different
in terms of what they require.
 Complete the CPE application and send directly to the program(s) of interest
 관련신청서페이지: https://acpe.edu/education/cpe-students/cpe-application
III. 인턴과정 및 학점
GMU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강한 학생이 CPE 교육을 신청하고 해당병원에서 인턴쉽을
하는 경우 별도 인턴과정 선택학점 신청을 통해서 학업과 CPE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

6. 주요문의 및 상담
I. 주요문의 및 질문
 채플린사역을 위한 영어실력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 능통한 영어가 아니라 대화, 기도, 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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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할 수 있는 레벨은 되야 채플린 사역을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내가 한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목사역에서 환자들과 깊은
신학적인,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거창한 영어실력이 필요한
사역은 아니다.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나?
M.Div학위수여와 CPE 과정 후, 안수를 받지 않아도 채플린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수를 받는 것이 전문채플린으로서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채플린 관련 별도협회 혹은 회원제도가 있나?
현재 여러 개의 채플린협회가 있다. 이중에서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
(전문채플린협회) 소속의 BCC (Board Certified Chaplain)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

II. 상담 및 문의
제임스 구 교수 Prof. James Koo
총무처장(Director of School Affairs)/Grace Mission University
전화: 714-525-0088 (Ext 203)
이메일: dsa@gm.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