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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from  
Former Local Church or Ministry (Non-CRC) 

Article 8 Applicants 

본 서식은 이전에 섬겼던 (비 CRC 소속) 교회 또는 사역 기관의 대표자가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로 대체하실 수 있

습니다.  

만약 해당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교단 영입 위원회 디렉터와 상의해 주십시오. 

This form is optional, as it may be replaced by a personal letter of endorsement by an official representative 
of a former local (non-CRC) church or ministry. 

If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get a recommendation from the relevant church, the CMLT and 
applicant are asked to discuss and discern options with the Director of Candid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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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교회(비 CRC 소속) 카운실에서 작성해 주십시오. 
This portion is to be completed by the applicant’s former church council (non CRC): 

지원자가 CRC 에서 하게 될 사역에 잠재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원자에 대한 귀하의 진솔한 
평가는 CRC 의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our candid assessment of the individual indicated above will be a valuable asset to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 as we evaluate their potential for ministry in our denomination.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in this regard. 

1. 지원자는 귀 교회의 리더십 위치에서 얼마 동안 섬겼습니까?
How long did the applicant serve in a leadership position in your church?

2. 지원자의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applicant’s title? 

3. 지원자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Was the applicant ordained?

만약 받았을 경우, 날짜는 언제 입니까? If yes, on what date? 

4. 지원자는 그 직위에서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What were the applicant’s responsibilities in thi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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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원자가 리더십 팀 멤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Describe the applicant’s interaction with members of his or her leadership team.

7. 지원자가 교회의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Describe the applicant’s interaction with othe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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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자의 강점과 목회적 은사를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Summarize the applicant’s strengths and/or gifts for ministry.

9. 지원자가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Summarize the areas that the applicant needs to grow in order to be even more effective in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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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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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자가 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What this applicant ever under ecclesiastical discipline while serving your congregation?

❑ Yes ❑ No (만약 ‘Yes’라고 답하셨을 경우, 별도의 용지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If “yes,” please explain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13. 귀 교회 카운실 또는 기관에서는 지원자가 CRC 교단에서 사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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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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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보 Church Information 

교회 이름 Church Name: 

주소 Address: 
Street  

City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umber: 

이메일 Email: 

목사님 또는 교회 대표의 서명 Name of pastor or church official signing this form: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성함 Name (printed):  직위 Title: 

본 서식을 영문으로 작성하신 경우, 교단 영입위 디렉터와 CRC 한인 사역부, 혹은 노회 영입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글로 작성하신 경우, 번역을 위해 지원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After completing and signing this form, please send it to Korean CRC Ministry or the Classis Ministerial 
Leadership Team. The applicant will be able to provide you with the appropriate address. You may also send 
this form to the Director of Candid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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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Ministry Leader 
Rev. Chris Choe 
cchoe@crcna.org 

CRCNA 
1700 28th Street SE 
Grand Rapids, MI  4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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