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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Documents to be gathered  
in the Article 8 affiliation process 

 

 

Document 7: 재정 계획서 A Financial Plan 
 

다음 사항을 각각 별도의 용지에 작성해 주십시오.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please indicate the following: 
 

• 목회자(가족 포함) 생활비 예상 금액  

The anticipated living costs for the pastor (and his or her family) 

• 예상되는 수입원  

The anticipated sources of income  
 

Note:  
재정 계획서 작성 목적은 지원자가 재정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는지 노회 및 교단 운영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교회 예산서, 보험 플랜의 설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purpose of providing this is so the CMLT and the Candidacy Committee can be a
ssured that the prospective pastor is being financially cared for.  Any supporting doc

uments (church budgets, descriptions of insurance plans, etc) that will demonstrate
 this care will be appreciated.  

 
 

Document 8: 학위증서 및 졸업증 복사본  

Copy of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교단 가입 절차를 밟으시면서 지원자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제출 가능한 서

류는 학위증서, 졸업증, 성적 증명서의 복사본입니다. -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These documents will provide authentication of the pastor’s credentials as they work

 through our affiliation process. Photo-copies of diplomas, degree certificates, and a
cademic transcripts are acceptable – it is not necessary to get notarized documents. 

 

Document 9: 사역 적합성을 위한 심리학적 소견서  

Statement of Psychological Fitness for Ministry 
 

북미주 개혁교회는 모든 목회 지원자 (제 6, 7, 8조항) 가 인증된 심리 전문가와 인터뷰할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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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운영위와 상의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옵션으로, CRC 한인 사역부에서 자주 찾는 Dr. Shalom Kim(dr.shalom@gmail.com)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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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of Candidacy to identify an appropriate professional in the region where

 the applicant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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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ption frequently used in the Korean CRC community is Dr Shalom Kim, dr.shal

om@gmail.com 
 

Shalom Y. Kim, Ph.D. 
C.E.O 

Vision Mentoring International  
 

Cell: 213-926-3425 
dr.shalom@gmail.com 

 

Dr. Kim은 온라인을 통해 성격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원자에게 보내지며 교단 운영위와 공

유 됩니다. 지원자는 본 성격테스트를 지정된 멘토와 상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발생되는 비용은 지원자, 후원 교회, 노회 운영위 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Dr. Kim offers an online personality profile assessment, which is sent to the applican

t and shared with the Director of Candidacy.  It is recommended that this assessme
nt be discussed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assigned mentor. 

The payment for this assessment will be negotiated between the applicant, the calli
ng congregation, and the CM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