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회 정 치] Church Polity  

 

01, 장로회 정치를 설명하시오. (정치 총론 참조) 
Explain the form of presbyterian government. (referring to the Book of Church Order) 
 

02, 교회 자유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정치 총론 참조) 
Explain two kinds of freedom every Christian chuch has. (referring to the Book of Church Order) 
 

03, 장로회 정치의 원리는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교회의 치리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치 제1장 참조)  How many preliminary principles are there within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 

(The Form of Government, Chapter 1) 
 

04, 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아는 바를 쓰시오. (정치 제2장 참조) 
Write about the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The Form of Government, Chapter 2) 
 

05, 치리권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discipline? 
   

06, 교회의 항존직을 설명하시오.   

Explain the perpetual officers of the Church.  (The Form of Government, Chapter 3) 

 

07, 목사의 칭호를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정치 제4장 참조)  
List the titles of a paster and explain them (The Form of Government, Chapter 4) 
 

08, 목사의 자격을 설명하시오. 
Explain the qualifications of a Pastor. (정치 제4장 참조) 
 

09, 목사의 직무를 설명하시오. 
Explain the duties of a Pastor(Teaching Elder) (정치 제4장 참조) 
 

10,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정치 제4장 참조)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an entrusted pastor and a pastor in charge.  
 

11,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시오. 
Explain the qualifications of the ruling elder.(정치 제5장 참조) 
 

12, 장로의 권한을 설명하시오. (정치 제5장 참조) 
Explain the power of elder. 
 

13, 장로의 직무를 설명하시오. (정치 제5장 참조) 
Explain the duties of elder. .  
 

14, 집사의 직무를 설명하시오. 
    Explain the duties of deacon. (정치 제6장 참조) 
 

15, 치리회의 회집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시오. (정치 제7장 참조) 
Explain how church courts meet. 



16, 당회는 어떻게 조직되는지 설명하시오. (정치 제8장 참조) 
Explai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session.  
 

17, 당회의 성수를 설명하시오. 
    Explain the quorum of the church session. (정치 제8장 참조) 
 

18, 당회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정치 제8장 참조) 
Who is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19, 당회의 직무를 설명하시오. 
    Explain the duties of the church session.(정치 제7장 참조) 
 

20, 당회가 비치할 각종 명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 제7장 참조) 
List various rosters kept up to date for every session.  
 

21, 노회 조직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requirements of forming a Presbytery? (정치 제9장 참조) 
 

22, 노회의 회집과 노회의 성수를 설명하시오. (정치 제9장 참조) 
Explain briefly the meeting and quorum of a presbytery.  
 

23, 노회의 직무 10가지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정치 제9장 참조) 
Explain each of the ten duties of a presbytery.  
 

24, 총회의 성수를 논하시오. (정치 제10장 참조) 
Explain the quorum of General Assembly.  
 

25, 총회의 권한 5가지를 설명하시오 
    Explain the five(5) Powers of General Assembly.  (정치 제10장 참조)  
 

26, 장로, 집사의 임직과 위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정치 제11장 참조) 
Explain the election and ordination of ruling elders and deacons.  
 

27, 교회 항존직의 자유 휴직과 사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치 제11장 참조) 
Explain voluntary leave of office and resignation of a ruling elder and a deacon.  
 

28, 목사 후보생의 소속과 관할을 설명하시오.(정치 제12장 참조) 
Explain the jurisdiction of 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  
 

29, 지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정치 제13장 참조) 
Explain the process of inviting a pastor.  
 

30, 다른 노회 사역자를 청빙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정치 제13장 참조) 
Explain the process of inviting a pastor from another presbytery.  
 

31, 다른 교파의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설명하시오. (정치 

제13장 참조) 
Explain the process a pastor from another denomination needs to take for admission into ours.  



 

32, 목사가 휴양을 할 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를 설명하시오. (정치 제15장 참조) 
Explain the necessary process for a minister to take a leave of absence.  
 

33, 목사의 임직 예식과 위임예식을 구별하시오. (정치 제13장 참조) 
Compare the ordination service and the installment service.  
 

34, 목사의 자유 사면과 권고 사면의 경우를 설명하시오. (정치 제14장 참조) 
Explain the voluntary resignation and the recommended resignation of a minister.  
 

35, 공동의회는 어떻게 회집되며, 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치 제19장 참조) 
Explain how the congregational meeting is called and what it hears.  
 

36, 제직회에 대하여 아는 바를 쓰시오 (정치 제19장 참조) 
Explain the officers' meeting. 
 

37, 제직회는 어떻게 조직되는지 설명하시오. (정치 제19장 참조) 
Explaing the formation of the officers' meeting.  
 

38,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정치 제21장 

참조) Explain the procedure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39, 교인의 의무 6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헌법적 규칙 참조) 
List the six duties of church members and explain them. (Refer to Constitutional Rules) 
 

40, 교인의 권리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헌법적 규칙 참조) 
List the three kinds of power of church members and explain them.  
 

41, 교회의 선거와 투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헌법적 규칙 참조) 
Expaling elections and voting in the church.  
 

42, 무임 장로와 무임 집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헌법적 규칙 참조) 
Explaing what elders at large and decons at large can do in the church.  
 

43, 누가 병자에게 안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헌법적 규칙 참조)   
Explain who can lay hands on the s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