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ll 2015 Polity Exam  
2015년 가을, 헌법 시험  
 

Section I: 헌법  전통  
 
F-1.0304는 교회의 큰 목적을 설명합니다.  만일 교회가 그 목적에 충실 할 경우 교회의 큰 
목적은 분명한 사역이 될 것 입니다. 

REQUIRED RESPONSES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인용 (예를 들어, x-0.0000) 적어도 3 (세) 곳을 권징조례에서 인용하되 분명히 다른 
그 3 (세) 인용이 교회의 큰 목적에 어떻게 특징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2. 필수응답 1번에 근거하여 권징의 과정 또한 교회의 큰 목적의 사역임을 새 
목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용할 내용으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Section II: 특정  교회를  위한  헌법질서  
 
당신은 팜빌 장로교회의 솔로 목사 입니다. 당신은 내년 예산에 대한 일부로 청지기 
위원회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ben: 
교회 예산을 활동교인 숫자대로 나누어서 각자 할당된 만큼 헌금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Ruth: 들어온 일정 수입의 퍼센테지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Gunter: 
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는 것을 강조합시다. 

Sheldon: 
돈이 청지기직의 유일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함을 
요구해야 합니다. 

REQUIRED RESPONSES 필수응답 (이 섹션의 응답은 1200자 이상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1. 상황에서 3 (세) 개의 청지기직 위원회에서 나온 회원들의 이슈를 부각시켜 
설명하고, 각 이슈마다 1(한) 곳 이상 규례서를인용 (x-0.0000)하여 논술하십시오. 

2. 필수응답 1번을 근거로 하여 십일조와 청지기직에 대하여 블로그 포스트에 게재 
할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Section III: 헌법질서와  목회를  위한  도구  
 
당신은 제 3 장로교회의 목사로 입교반 클라스에서 교회 회원 범주에 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Tracy: 
나는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더 나은 확신을 위해 
다시금 세례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Jayna: 
나의 조부님들은 일년 내내 위스칸신에서 지내시기에 제휴회원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년 내내 이곳에서 지내는데 마찬가지로 제휴회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까? 

Linda: 
나는 2년 전 샤크 목사님이, 물에 담그는 세례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유효 
한가요? 

Gerardo: 
만약 교회에 등록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으면 어찌 됩니까? 더 이상 
유스그룹에 오면 안 되는 건가요? 

Naomi: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냥 이명증서만 
가져오면 안 되나요? 

REQUIRED RESPONSES 필수응답 (이 섹션의 응답은 1200자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1. 위의 상황에서 3 (세) 개의 교회 회원권에 대하여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각 이슈에 대하여 1(한) 곳 이상 규례서에서 인용 (예, X-0.0000)하여 
논술하십시오. 

2. 필수응답 1번에 근거하여 선택한 3(세) 학생에게 각각 응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