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ring 2016 Polity Exam  
2016 년 봄, 헌법시험 

 

Section I: Constitutional Heritage: 헌법 전통 

F-1.01 states: 

The mission of God in Christ gives shape and substance to the life and work of the 
Church. In Christ, the Church participates in God’s miss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creation and humanity by proclaiming to all people the good news of God’s love, 
offering to all people the grace of God at font and table, and calling all people to 
discipleship in Christ. Human beings have no higher goal in life than to glorify and 
enjoy God now and forever, living in covenant fellowship with God and participating 
in God’s mission. (emphasis added) 

F-1.01 명시되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삶과 사역의 형태와 본질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반과 식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초청함으로써 피조물과 인간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인간에게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언약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삶의 목적은 없다. (강조를 첨가함) 

 

REQUIRED RESPONSE (Total response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필수응답 :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Citing three (3) references from the Book of Order (e.g., X-0.0000), excluding part F,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write an essay demonstrating how our polity echoes 
Christ in “calling all people to discipleship in Christ.” 

장로교 정치의 기초인 F 부분을 제외한 3 (세) 곳에서 규례서를 인용하되 (예, X-0.0000)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초청” 

하는지 에세이를 작성하여 증명해 보이시오. 

 



Section II: Constitutional Order for the Particular Church :  

특정 교회를 위한 헌법질서 

 

Julie, a newly elected ruling elder, comes to your office one Tuesday afternoon. She says, 
“Pastor, I have been reading the Book of Order in preparation for my ordination and I ran 
across this statement: 

쥴리는 새로이 선출된 장로로서 어느 화요일 오후 당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규례서를 읽어 보니 저의 장로안수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congregation is the basic form of the church, but it is not of itself a sufficient 
form of the church. Thus congregations are bound together in communion with one 
another, united in relationships of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contributing 
their strengths to the benefit of the whole, and are called, collectively, the church. 
(G-1.0101)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개체교회가 서로 결속되고, 책임과 의무의 

관계에서 연합되고, 전체 유익을 위해 각자의 힘을 보태는 모습을 집합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른다.” (G-1.0101) 

 

“Does that mean that we are like a franchise or something? I thought we could decide what 
we do as a church.”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프랜차이즈와 같은 것 인가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의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REQUIRED RESPONSE (Total response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필수응답 (이 섹션의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Citing four (4) references (e.g., X-0.0000) from the Book of Order other than G-1.0101, 
explain to Julie how each congregation is connected to other Presbyterian Church (U.S.A.) 
congregations and the shared nature of our ministry. 



규례서에서 G-1.0101 을 제외한 네(4)곳을  참고로 인용(예, X-0.0000) 하여 어떻게 각 개체 

교회가 다른 미국장로교회들과 연계하여 온전한 목회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줄리에게 

설명하시오.   

 

Section III: Constitutional Order as a Tool for Ministry 

목회적 도구로서의 헌법질서 

 
After church one Sunday, Renaldo asks to talk with you. He says, “I have been asked to 
consider serving as a ruling elder. I am only twenty-eight years old. How can I be an elder? 
Can you tell me what the qual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a ruling elder are?” 

주일예배가 마친 어느 날 레날도가 당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사역장로로서의 봉사를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8 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장로입니까? 사역장로의 자격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REQUIRED RESPONSES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필수응답 (이 섹션의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Cite at least four (4) references from the Book of Order (e.g., X-0.0000), identifying at 
least two (2) qualifications of a ruling elder and at least two (2) responsibilities of a 
ruling elder.  

규례서에서 최소한 네(4)곳을 인용하여 (예, X-0.0000) 설명하되 사역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최소 두 (2)곳 이상 그리고 사역장로의 책임에 대하여 최소한 두(2) 곳 

이상을 밝히시오. 

2. Drawing on your work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o Renaldo. 

필수응답 1 번을 근거로 레날도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