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ter 2016 Polity Exam 
2016 년 겨울, 헌법 시험 

 

Section I: Constitutional Heritage 헌법 전통 

In F-1.0203 the Book of Order states: 규례서 F-1.0203 에 명시되기를 

Christ gives to the Church its faith and life, its unity and mission, its order and 
discipline. 

그리스도는 교회에 믿음과 생명, 일치와 선교, 직제와 계율을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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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Using more than one (1) section of the Book of Order, excluding section F,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cite and briefly discuss at least one (1) reference 
(e.g., X-0.0000) for how the Church demonstrates each of these three (3) pairs of 
attributes. 

적어도 한 (1)개 이상의 섹션을 규례서에서 사용하되, 섹션 F 인 장로교 기본 

정치제도를 제외하고, 최소 한(1) 곳 이상을 인용하여 (예, X-0.0000) 논술하는데 

세(3) 짝 의 교회의 특성을 실례를 들어 설명 하십시오.  

2. Drawing on Required Response 1, write a blog post that discusses these attributes of 
the Church including a description of how they are given by Christ. 

필수응답 1 번을 근거로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교회의 특성에 관하여 블로그 

게시판을 작성하십시오.  

 

Section II: Constitutional Order for the Particular Church 특정 교회를 위한 헌법 질서 

 
You are the associate pastor of Central Street Presbyterian Church participating in a deacon 
meeting. The group is discussing caring for the homebound members of the congregation 
when the following conversation occurs: 

당신은 센츄럴 스트리트 장로교회 부목사로 집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논의 중에 회중 가운데 집에 홀로 갇혀 있는 교인들을돌보는 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Marian: My friend’s church serves communion to the homebound. Even though we only 
serve communion here at church once a month, I think the deacons should offer 
it to the homebound every Sunday. 

마리안: 내 친구의 교회는 집에 갇혀있는 사람을 위하여 성찬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지만 집안에 갇혀있는 분들을 

위하여서는 매주일 마다 성찬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ud: I think that’s a great idea! Is there any reason we can’t start tomorrow? 

버드: 내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Alberto: It should only take a couple of minutes to serve juice and bread. We don’t need 
to do anything else, do we? 

알베르토:  빵과 주스를 먹여주는 그 일은 잠간이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하나요?  

Micky: I live right next door to Jack and Bea. I can drop by and serve them anytime. 
Would that be okay? 

미키: 저는 잭과 베아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 그들을 위해 

들려서 성찬을 가져다 주고 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Willy: My girlfriend would love to do this but hasn’t joined the church yet. Can she 
serve communion with me? 

윌리: 내 여자친구는 그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녀가 성찬식 봉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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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Identify and briefly discuss three (3) different issues, each issue raised by a different 
deacon, citing at least one (1) Book of Order reference (e.g., X-0.0000) for each issue 
raised. 



세(3) 가지의 다른 잇슈를 가지고 확인과 논술을 하되, 각자 다른 집사들의  잇슈를  

발전 시키는데  규례서에 최소 한 (1) 곳 이상 (예, x-0.0000) 에서 각 잇슈를 

발전시켜 설명하십시오. 

2. Drawing on your work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o each of the three (3) 
deacons you identified. 

논술한 1 번을 근거로 각기 확인된 세(3) 집사들에게  응답하십시오. 

 

Section III: Constitutional Order as a Tool for Ministry : 헌법질서와 목회를 위한 도구 

 
You are the pastor of Top of the Rock Presbyterian Church and are conducting a training 
session for newly elected ruling elders. When reviewing the church’s expectations of 
members in the Book of Order, one of the elders says, “It says one of the duties of a member 
is the ‘renewing and evaluating regularly the integrity of one’s membership, and 
considering ways in which one’s participation in the worship and service of the church may 
be increased and made more meaningful’ (G-1.0304). Pastor, I’m not sure I’ve ever done 
this or would even know how to begin. How can we give our members an opportunity to do 
this?” 

당신은 반석위 장로교회 목사로 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장로들의 교육 훈련을 주제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될 회원들을 살펴 보는 가운데 한 장로가 규례서를 실례로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 기록 되기를 회원의 임무는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자신의 참여를 증진하고 보다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는 일 등이다.’ (G-1.0304) 목사님, 저는 이것을 해 본적도 없거니와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 할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어것을 

실행하도록 어떻게 제공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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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Drawing from more than one (1) section of the Book of Order, identify and briefly 
discuss three (3) different citations from the Book of Order (e.g., X-0.0000) that 
would be helpful in this evaluation. 



위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규례서에서 한(1) 섹션 이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규례서의 인용은 반듯이 각각 다른 세(3)곳에서  (예, x-0.0000) 인용하여 확인하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2. Drawing on Required Response 1, prepare an outline for a 90-minute class that 
would assist adult members in reviewing and evaluating their membership and 
increas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worship and service of the church. 

필수응답 1 번을 근거로 90 분 분량의 교인평가와 검토를 위한 그들의 회원 향상과 

교회의 예배 참여 그리고 봉사를 위한 성인반 교육안의 개요를 준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