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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pplication for Ordination in the CRC 
Via Article 8 of the Church Order 
(Including Autobiography and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RC 교단 가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다른 요청 서류들과 함께 CRC 한
인 사역부와 여러분 지역의 노회 영입위원회(CMLT) 제출해 주십시오. Art. 8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보
다 용이하게 서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being ordained in the CRC. We praise God for you! Please complete 
this application form, and submit it, along with the other required documents, to the appropriate 
team and committee in your region (often called the CMLT).  A checklist called the “Ministry Readiness 
Profile” will help you and the CMLT gather the rest of the required documents. 

개인 정보 Personal 

성함 Name: 
성 (Last)   이름 (First)     Middle 

주소 Address: 
Street  

City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umber:  

이메일 주소 Email:  

결혼여부 Marital Status:  ❑ 기혼 Married ❑ 미혼 Single ❑ 이혼 Divorced ❑ 상처 Widowed

배우자 성함 Spouse’s Name: 
 성 (Last)  이름 (First)        Middle 

자녀 Children:  이름 First Name:  나이 Ag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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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Degree: 

 학위 Degree: 

 학위 Degree: 

 학위 Degree: 

교육 Education 

대학교 College/University: 

날짜 Dates:  

신학교 Seminary: 

날짜 Dates: 

기타 Other 1:  

날짜 Dates: 

기타 Other 2:  

날짜 Dates: 

기타 Other 3:  

날짜 Dates:  학위 Degree: 

경력(과거 모든 사역 경력) Employment 
(List all past ministry experiences)

교회/사역 Church/Ministry 

 직책 Position: _____________  날짜 Dates: 

교회/사역 Church/Ministry 

 직책 Position: _____________  날짜 Dates: 

교회/사역 Church/Ministry 

 직책 Position: _____________  날짜 Dates: 

교회/사역 Church/Ministry 

 직책 Position: _____________  날짜 Dates: 

교회/사역 Church/Ministry 

 직책 Position: _____________  날짜 Dates: 

기타 Other __________ 

 날짜 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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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역 경험에 관한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여분의 페이지를 더 사용하

셔도 됩니다) Please also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your Ministry Experience (you 
may use an extra page if necessary)  

1. 사역을 위한 어떤 은사/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What gifts/strengths do you have for the ministry? 

2. 이러한 은사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How have these gifts already begun to bear fruit for Christ and His Church?

3. CRC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How has God been leading you to consider serving as an ordained minister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4. 사도신경과 CRC 고백을 읽어보셨습니까? CRC 의 사역, 정책, 역사 및 CRC 신앙고백에 대한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Have you read the creeds and confessions of the CRC, and are you willing to engage in a learning plan 

that will orient you to the ministries, polity, history, and confessions of the 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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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서 Autobiography 

250-500 단어의 자서전 형식의 자기 소개서를 별도의 용지에 적으십시오. 유년 시절, 교육, 봉사활동 경험,

취미나 관심사, 귀하의 삶의 기타 모습들을 적어 주십시오.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는 본 지원서에 첨부해

주십시오.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write a 250-500 word autobiography. Include information on your childhood, 
education, volunteer experiences, interests and hobbies, and other aspects of your life. Attach your 
autobiography to this application. 

개인 신앙 고백서 Personal Statement of Faith 

500-750 단어의 개인 신앙 고백서를 별도의 용지에 적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귀하의 사랑과 그의 교회에

대한 헌신의 뜻을 밝혀 주시고, 귀하의 개인적인 믿음을 요약해 주시기 바라며, 목회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 서

술하십시오.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write a 500-750 word personal statement of faith. Include an indication of your 
love and commitment to Christ and his Church, a summary of your personal faith, and describe your sense of 
calling to the ministry. 

참고 References 

귀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성함과 주소를 쓰십시오. 

Provide names and addresses of three persons who could provide you with a reference: 

성함 Name:  관계 Relationship: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Email:   

성함 Name:  관계 Relationship: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Email:   

성함 Name:  관계 Relationship: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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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동의 Personal Signature and Authorization 

아래에 서명을 함으로써, 저는 노회와 교단 영입위원회, CRC 직원들이 저의 개인 정보 및 교단 가입 진행을 위

해 제출하는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y signing below, I hereby authorize the classical and denominational committees and staff of the CRC to 

review and share my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aterial submitted for this ordination process.   

서명 Signature:    ____  _______ ___ 날짜 Date: 

성함 Name (printed):  

결혼 전 성함 (해당하면) Maiden Name (if applicable): 

이 외에 사용하는 이름 Any and all alias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_  성별 Gender:          남(M)  여(F) 
       DD/MM/YYYY 

태어난 곳 Place of birth: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또는 운전면허증 Social Security Number and/or Driver’s License 

번호 Number: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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