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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s Ministerial Leadership Team (CMLT) 
Recommendation Form: Artic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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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의 영입 위원회가
 노회 이름 (Classis Name) 

This applicant was interviewed by the CMLT of Classis 

on              에 지원자와 면접을 했습니다.  
         날짜 (MM/DD/YYYY) 

1. 지원자의 강점과 목회적 은사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Summarize what you believe are the applicant’s strengths and/or gifts for ministry.

2. 지원자가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Summarize the areas that you believe the applicant could still grow in order to become even more
effective in ministry.

3. 지원자가 CRC 교단의 목사로 사역하려는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What motivates the applicant’s desire to become a Minister of the Word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4. 지원자가 가졌던 사역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What previous ministry experience does the applicant have? Attach a separate piece of paper if
necessary.

5. 지원자가 CRC 교회에서 임시 목사로서 시무를 시작했습니까?
Has the applicant begun work in a CRC setting as “stated supply?   ❑ Yes ❑ No

직위의 성격Nature of position:
위치 Location:
직위 시작 일자 Date position begins:

6. 지원자가 제 8조항의 진행을 언제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까?
When does the applicant anticipate compl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8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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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추천서 Endorsement 

귀 노회에서는 지원자가 CRC교단에서 사역하는 것을 추천하십니까?  

Do you, the CMLT, recommend the applicant for pursuit of Christian ministry in the C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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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해 주십시오.

Feel free to provide any additional comments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and attach it to this form.

노회 영입 위원회 정보 CMLT Information 

노회 이름 CMLT of Classis:   

노회 영입위원회 위원장 CMLT Chairperson: 

주소 Address: 
Street 

City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umber: 

이메일 주소 Email: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본 서류를 작성한 후에 아래 명시된 서류와 함께 교단 영입위와 CRC 한인 사역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fter completing and signing this form, please send it directly to the Candidacy Committee and CRC 
Korean Ministry. Also, if you as a classis team have not already done so, include copies of 

Doc 1. 개인 지원서 The Personal Application form for this applicant 
Doc 2. 이전에 섬긴 교회 또는 목회자의 추천서 The Recommendation from the Former Local Church 
Doc 3. 이전 소속 지역 추천서 The Recommendation from the Former Regional Body 
Doc 4. 안수 증명서 복사본 A Photo-copy of the Ordination Certificate of this applicant 
Doc 5.  CRC 교회 청원서 The initial Application from a Local CRC Chur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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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Candidacy 
Rev Susan LaClear  
slaclear@crcna.org 

Korean Ministry Coordinator 
Rev Charles Kim 
ckim@crcna.org 

CRCNA 
1700 28th Street SE 
Grand Rapids, MI  4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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