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ructions for Document 9 
in the Article 8 affiliation process 

 

목회에 적격한지에 대한 심리학적 소견서  

Statement of Psychological Fitness for Ministry 

 
북미주 개혁교회는 모든 목회 지원자(제 6, 7, 8 조항)에게 인증된 심리 전문가와 인터뷰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회 영입위는 지원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적절한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교단 운영위와  

상의할 것입니다. 인터뷰 비용은 지원자와 청빙 교회, 노회 영입위 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된 심리 전문가의 

간략한 기밀 보고서는 평가 과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회 영입위와 교단 영입위에 보내집니다.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requires of all ministry candidates (Articles 6,7, and 8) an interview by a  
certified psychological professional. The CMLT will consult with the Candidacy Comittee to identify an  
appropriate professional in the region where the applicant lives. The payment for this interview will be negotiated 
between the applicant, the calling congregation, and the CMLT.  A brief, confidential report from the certified 
professional will be provided to the CMLT and the Candidacy Committee for use in the evaluation process.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 위한 지침서  

Guidance for Identifying and Discerning Appropriate Providers: 

1. 심리 전문가와 지원자는 본 정신감정의 목표가 건강한 목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부분을 모두

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각 지원자가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기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

야 합니다.   

Providers and applicants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goal of this process is not only to alert all to potential areas 
of concern that would prevent healthy ministry, but also to help each applicant to become self-aware as they 
continue in a life of ministry. 

2. 제8조 (및 제23조) 지원자는 고유한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대표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 

가입 과정 가운데 정신감정의 평가 표준 기대치가 있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하려고 합

니다.  

Each applicant for Article 8 (and Article 23) will represent a unique geographic, cultural, and economic setting.  Our 
denominational process seeks to take these settings seriously while still expecting a standard relative to psychological 
evaluation. 

3. (간혹 무료로 평가를 제공해 주는 심리 전문가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노회나 지원자가 있긴 하지만) 

정신감정 비용은 회당 약 $200에서 $1200까지 다양합니다. 이 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보다 노

회와 교회, 지원자가 함께 분담할 수 있기 바랍니다.  

Costs for psychological setting will vary from approximately $200 to $1200 per case. (although in some cases a classis 
or individual may be blessed with a provider who will donate their services).  These costs should not be a burden to 
the applicant, and can hopefully be shared between the classis, the local church, and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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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칼빈신학교에서는 CRC 교단을 대신해 지난 수십 년간 제6조 지원자에게 이런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칼빈신학교의 심리 평가 브로셔는 미국 전역에서 제7, 8조 지원자 및 제23조 예비 지원자를 위해 정신

감정을 하는 심리 전문가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문서는 칼빈신학교의 동의를 얻어 사용

했습니다)   

Calvin Seminary has been performing such evaluations on behalf of the CRC for Article 6 candidates for a number of 
decades. CTS’s psych assessment brochure can give ideas that can orient psychologists across the country who do 
psychological assessments for Article 7 and 8 candidates, and potentially Art. 23 applicants. (This document is 
borrowed with permission from Calvin Theological Seminary).  

5. 모든 심리 전문가는 심리 평가 소견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뷰를 보완하는 “평가 도구”를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Any provider is encouraged to use at least two “assessment tools” as a supplement to an interview as a psychological 
report is prepared for the process.   

6. 모든 심리 전문가는 평가 후, 노회와 교단 영입위원회에 간략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는 엄격히 기밀로 취급되며 보안용 파일로 저장됩니다.  

All providers should offer to the classis and the denominational candidacy a brief written report following their 
evaluation.  The report will be treated with strict confidentiality and will be kept in a secure file.   

 

추천 심리 전문가 Recommended Psych Providers: 

Dr. Tony Merritt, LCSW – Campion Barrow  
To set up appointment, contact Jen Crawley: jen@campionbarrow.com 
Phone: 1-800-292-3399 
VSee: tmerritt@campionbarrow.com 
Website: www.CampionBarrow.com 
 

Dr. Shalom Kim, Phd (한국어 가능)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Phone: 323-550-8888 (Ext. 8201)  
mobile : 213.926.3425 
email: dr.shalom@gmail.com | shalom@shepherduniversity.edu 
 
 
 
 
 
 
 
 
 
 
 

https://drive.google.com/file/d/0B4PRP3gJYUOeU09oNGtDTUlaQzg/view?resourcekey=0-HnWMAPf3ag4IliXHnSuI3Q
https://drive.google.com/file/d/0B4PRP3gJYUOeU09oNGtDTUlaQzg/view?usp=sharing&resourcekey=0-HnWMAPf3ag4IliXHnSuI3Q
http://../Documents%20and%20Settings/tom/Application%20Data/Microsoft/Signatures/www.CampionBarrow.com
mailto:shalom@shepherduniversity.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