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ter	2017	신학	시험	Theology	Exam	
	

Section	I:	고백적 유산 Confessional	Heritage	
	

당신은 부목사로서 니케아 신조를 배우는 입교 수업을 인도하고 있다. 다음의 문장에 

접한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신앙고백서, 1.3).  

학생 중 한 명이 말한다, “저는 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는 가톨릭 혹은 사도적 교회가 아닙니까.”  

As associate pastor, you are leading a confirmation class in a study of The Nicene 

Creed. You get to the sentence: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The Book of 

Confessions, 1.3). 

One of the students says, “I don’t understand why we say we believe in the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We aren’t a Catholic church or an Apostolic church.”   

필수 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섹션의 전체 응답이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개혁신앙의 이해를 논하는 에세이를 

기술하십시오. 에세이에서 니케아 신조를 제외한 적어도 한(1)개 이상의 

인용(예:0.000)을 신앙고백서의 서로 다른 세(3)개의 문서에서 찾아 논하십시오.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for 

the Church to be catholic and apostolic. In the essay, identify and discuss at 

least one (1) citation (e.g., 0.000) from each of three (3) different documents 

in The Book of Confessions, excluding The Nicene Creed. 

2. 필수 응답 1 번을 기초로 학생의 입장에 응답하십시오.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o the student’s 

statement.  



Section	II:	기독교 교리의 구조적 성명서 Constructive	Statement	of	Christian	
Doctrine	
	

회의가 있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은 "천국이 기다릴 수 없다"는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죽음과 가까운 경험 동안 천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떤 이들은 친구 및 친척을 만난다; 다른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난다. 그들은 모두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즐거운 경험이라고 

보고한다. 회원들은 당신을 찾는다. 

Prior to a meeting, committee members are having a lively discussion about a new 

television series called “Heaven Can’t Wait.” The series is about people who visit 

heaven during near-death experiences. Some encounter friends and relatives; others 

meet historical figures. They all report it was a pleasant experience, full of love and 

peace. The members turn to you. 

Bob: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천국을 방문 할 수 있습니까? 

Pastor, what do you think? Can people visit heaven before they die? 

 

Clay: 사람들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고, 천국에 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안입니다. It’s hard for me to believe that 

people can really be dead, go to heaven, and then come back to this world. 

But it’s comforting to think that we’ll be reunited with loved ones 

someday.  

 

Irene: 정신 차리세요! 천국은 문자 그대로의 장소가 아니라 은유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지 내세에 죽은 자를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맞지요, 목사님? Get real! Heaven is a metaphor, not a literal place. 

It is about being in God’s presence in the here and now, not meeting the 

dead in the hereafter. Right, Pastor? 

 

필수 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섹션의 전체 응답이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천국에 대한 개혁주의에 대해 토론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에세이에서 

최소한 두(2) 개의 자료, 즉 성서, 고전 신학, 현대 신학을 사용하십시오.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heaven.  In the essay, use at 

least two (2) of these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2. 필수 응답 1 번을 토대로, 두(2)명의 위원에게 응답하십시오.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o two (2) of the committee 

members.  

 
	 	



Section	III:	목회 적용 Application	to	Ministry	
	

당신이 목회자로 섬기는 교회의 교인인 빌이 당신을 보러 온다. 그는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12 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단계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관리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저에게 힘이 없다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첫 단계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Bill,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comes to see you. He has 

begun attending a twelve-step program for people with addictions, and is working 

on the first step: “We admitted we were powerless over [our addiction]—that our 

lives had become unmanageable.”    

He says, “I am having a hard time saying that I am powerless. It feels like I am 

making an excuse, refus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failure to control my 

actions. Doesn’t this first step contradict our Christian belief that we are responsible 

for our actions, and that it is up to us to try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필수 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섹션의 전체 응답이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인간의 책임과 무력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혁신앙의 이해를 논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에세이에서 최소한 두(2)개의 자원, 즉 성서, 고전 신학, 및 현대 

신학을 사용하십시오.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ponsibility and powerlessness.  In the 

essay, use at least two (2) of these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2. 필수 응답 1 번의 에세이를 토대로 빌에게 적절한 목회적 민감성으로 신학적 

응답을 하십시오.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heologically to Bill with appropriate pastoral sensi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