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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RC Council Final Recommendation Form 
Article 8 Applicants 

지원자가 상단 부분을 작성한 후 현재 섬기는 교회 카운실 의장이나 서기에게 하단 부분을 

작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This portion is to be completed by the applicant and then given to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in the church he or she has been serving as stated supply. 

다음은 지원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The following is to be filled out by the applicant: 

지원자 성함 Applicant’s Name:  
성 (Last)  이름 (First)               Middle 

다음 중 한 곳에 체크하시고 서명하십시오. Check one of the following boxes and sign below. 

❑ 저는 이 추천서를 열람할 권리를 양도합니다. I waive my right to view this recommendation.

❑ 저는 이 추천서를 열람할 권리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I do not waive my right to view this recommendation.

지원자 서명 Applicant’s Signature: ___ 날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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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자의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카운실 의장 또는 서기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This portion is to be completed by the council of the church where the applicant has 
been serving as stated supply during his or her time of affiliation with the CRC. 

상기 지원자에 대한 귀하의 진솔한 평가는 교단과 노회 영입위가 지원자의 CRC 영입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자의 인격, 삶의 양식, 그리고 목회 기술에 대한 귀하의 정직한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Your candid evaluation of the individual indicated above is a valuable tool for the Candidacy Committee and 
the CMLT as they prepare to make a declaration of the applicant’s candidacy in the CRC. Your honest appraisal 
of the individual’s character, lifestyle, and ministry skills is absolutely essential to this important process. 

1. 지원자는 귀 교회에서 얼마 동안 섬겼습니까?
How long has the applicant served as stated supply in your congregation? 

2. 지원자는 귀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섬겼습니까?
What role (or roles) has the applicant been serving in your congregation during his or her period of stated
supply?

3. 지원자는 그러한 리더십 역할에 있어 본인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How well did the applicant carry out his or her duties in this leadership role? 

4. 지원자가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Describe the applicant’s interaction with those he or she worked with.

5. 지원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Describe the applicant’s Christian commitment and lifestyle. Provide examples. 

6. 지원자가 기독교 교리적인 측면이나 삶의 양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Are there any matters regarding Christian doctrine or life which should be noted? 

❑ Yes ❑ No (만약 ‘Yes’라고 답하셨을 경우, 별도의 용지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If “yes,” please explain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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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지원자의 강점과 목회적 은사로 입증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s the applicant served in your midst, what proved to be his or her greatest strengths and/or gifts for 
ministry?

8. 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시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지원자가 개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After having served among you for a time, what areas of needed growth became apparent for the applicant

to become even more effective in ministry?

9. 귀 교회 카운실은 지원자가 CRC교단의 목사가 되는 것을 추천하십니까?
Do you, the church council (or governing body), recommend this applicant for Christian ministry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 네, 적극 추천합니다. Yes, without reservation

❑ 네, 조건부로 추천합니다. (별도의 용지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Yes, with reservation (elaborate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 아니오,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용지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No, we do not recommend (elaborate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이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의 용지에 적으셔서 본 서식에 첨부해 주십시오.
Feel free to provide any additional comments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and attach it to this form.

본 서식을 영문으로 작성하신 경우, 교단 영입위 디렉터에게 보내십시오. 단, 한글로 작성하신 경우, 번역을 위
해 지원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After completing and signing this form, please send it to the Director of Candidacy. 

Director of Candidacy 
Rev. Susan LaClear  
slaclear@crcna.org 

CRCNA 
1700 28th Street SE 
Grand Rapids, MI  4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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