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er 2016 Polity Exam 
2016 년 여름, 헌법 시험 

 

Section I: Constitutional Heritage 헌법 전통 

F-1.0303 The Notes of the Reformed Church 

Where Christ is, there is the true Church. Since the earliest days of the Reformation, Reformed 
Christians have marked the presence of the true Church wherever: 

the Word of God is truly preached and heard,  

the Sacraments are rightly administered, and 

ecclesiastical discipline is uprightly ministered. 

F-1.0303 개혁교회의 특징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종교 개혁의 초기 이래 개혁 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나타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 되고, 

 교회 권징이 바르게 행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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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Excluding part F,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cite at least three (3) 
references from the Book of Order (e.g., X-0.0000) that apply to these Notes.  Provide at 
least one (1) reference for each of the three (3) Notes of the Reformed Church. 

장로교 정치의 기초인 F 부분을 제외한  세(3)곳 이상에서 규례서를 인용하여 (예, X-

0.0000) 개혁교회의 특징을 논하되 세(3)개의 개혁교회 특징마다 적어도 한(1)개 

이상의 인용을 사용하십시오.  

2. Drawing on the work in Required Response 1, write an essay that describes how our 
polity provides for each of the three (3) Notes of the Reformed Church.   



필수응답 1 번을 근거로 세(3)개의 개혁교회 특징에 각 항목마다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에세이를 서술하십시오.    

 

Section II: Constitutional Order for the Particular Church 특정교회를 위한 헌법질서 

 
After worship, you join a conversation in the church kitchen. The following comments are made: 

예배가 마친 후 교회 부엌에서 진행되는 대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Sam:  Why does our neighboring PC(USA) church keep inviting us to their officer training 

seminars? We do our own. 왜 우리 이웃교회에서 자꾸만 제직훈련을 함께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하고 있는데요.  

Jan: Maybe for the same reason we invite people to our Martin Luther King Day service. 

아마도 우리의 행사인 마틴 루터 킹 기념일 행사에 초청하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요?  

Stacey: The presbytery has training courses they want us to come to as well.  노회에서도 

우리보고 노회에서 하는 훈련수업에 오라고 합니다.   

Taylor: The presbytery asked our associate pastor to help lead their confirmation retreat. 
We pay our associate pastor to work here. What do you think about all this, Pastor? 

노회는 우리교회 부목사에게 노회에서 하는 세례교육 수련회 강사로 섬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라고 부목사를 우리가 월급주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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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Identify at least four (4) polity issues raised by this scenario. Include one (1) issue from 

each person and provide a Book of Order citation (e.g., X-0.0000) concerning each issue. 

Briefly discuss how the citation relates to the issue. 이 대화의 상황에서 적어도 

네(4)개 이상의 헌법 이슈를 밝히십시오. 각 등장인물마다 한 (1)개의 이슈를 

설명하고 각 이슈마다 규례서를 인용 (예, X-0.0000) 하십시오. 규례서의 인용구가 

어떻게 상황에 적용되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2. Drawing on your work in Required Response 1 and using appropriate pastoral 
sensitivity, address each person as you join the conversation in the church kitchen. 

필수응답 1 번에 근거하여 교회 부엌에서 진행되는 대화에 참여하며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절한 목회적 감각으로 접근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적 적용 

 
Pat, a ruling elder serving on session, works with a group for adults with cognitive impairments 
in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After a meeting of the group, Pat comes to see you in 
your office and says, “I noticed bruises on Alex’s arm and when I asked about them, Alex said, 
‘My mother’s boyfriend touches me in my private places and when I tell him to stop, he hits me 
and won’t let me have dinner.’ What can we do?” 

당신이 목사로 섬기는 회중의 당회원인 팻은 인식(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그룹을 돕고 

있습니다. 그룹의 미팅이 있은 후 팻은 당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말합니다,  “앨렛스의 팔에 

멍든 상처를 발견하고 물어보았더니 앨렛스가 말하기를, ‘엄마의 남자친구가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고 그만두라고 하면 나를 때리고 저녁을 못 먹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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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Read the following citations from the Book of Order and describe how each might apply 

to the scenario: 다음의 규례서 인용구를 읽고 각 구절이 위의 상황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시오. 

F-1.0304:  . . . the shelter, nurture, and spiritual fellowship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교제… 

G-3.0106:  . . . all councils shall adopt and implement a sexual misconduct policy 

모든 공의회들은 성적 비행 정책(과 어린이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G-4.0302 Mandatory Reporting 의무적인 보고 

Any member of this church engaged in ordered ministry and any certified 
Christian educator employed by this church or its congregations, shall report to 
ecclesiastical and civil legal authorities knowledge of harm, or the risk of harm, 
related to the physical abuse, neglect, and/or sexual molestation or abuse of a 



minor or an adult who lacks mental capacity when (1) such information is gained 
outside of a confidential communication as defined in G-4.0301, (2) she or he is 
not bound by an obligation of privileged communication under law, or (3) she or 

he reasonably believes that there is risk of future physical harm or abuse.  본 

교단에서 직제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회원과 본 교단과 개체교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은, 미성년자나 정신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 학대, 유기, 또는 성적 희롱이나 학대의 위험을 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당국과 민간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이러한 정보를 G-4.0301 에 명시된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입수했을 때, 2)보고해야 할 사람이 법에 

따라 비밀 보장 커뮤니케이션 의무에 묶여 있지 않을 때, 또는 3)보고해야 할 

사람이 판단하기를 장차 신체적 위해나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때이다.  

2.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describe your plan of action in detail.  

필수응답 1 번에 근거하여 당신이 취할 행동을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