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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모범에서, 목사 teaching elder 에게 속한 것으로 설명된 기능들은 또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장로 ruling elder 들이 

수행할 수도 있다.  

머리말 Preface 

본 예배 모범은 교회의 신앙, 삶, 그리고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예배 모범의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미국 장로교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따르며, 에큐메니칼 관계들에 귀 기울인다. 이 예배 모범은 전통의 풍부한 유산과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권장한다. 

예배 모범은 고정된 예배 순서들과 기도 모음집을 지닌 예식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예배의 기초가 되는 신학을 

설명하고, 예배에 적합한 양식을 설명하며, 그리고 예배 및 그리스도인의 삶, 증인, 및 봉사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본 예배 모범은 개체 교회들과 미국 장로교 공의회들 안에서 예배의 기준과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 모범은 개혁 예배를 

위한 비전으로서,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개발을 권유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을 권장한다. 예배 모범은 우리 예배를 

규제하는 헌법 문서로서, 예배 모범은 본 교회의 권위를 갖는다.  

성서 참조 구절들, 신앙고백서, 그리고 규례서의 다른 항목들은 괄호에 제공되며, 기타 성경, 신앙고백, 및 에큐메니칼 

자료들은 각주로 표시된다. 

제 1 장:  

크리스천 예배 신학 

W-1.01: 크리스천 예배: 소개 Christian Worship: An Introduction  

W-1.0101: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크리스천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에 모인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섬기는 삶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W-1.0102: 은혜와 감사 Grace and Gratitude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감사로 응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취하신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 우리는 새 생명의 선물을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이러한 리듬은—성서, 인류 역사, 그리고 일상의 사건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된다—크리스천들의 신앙, 삶, 그리고 예배 모두를 형성한다. 

W-1.0103: 하나님의 언약 God’s Covenant 

구약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야기를 전한다.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의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다윗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응답하도록 부르시며 영원하고도 

신실한 약속들을 하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셨다. 

W-1.0104: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간추린 신앙고백 10.2)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제공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조 시에 말씀하셨고, 성서에서 약속되고 계시되었으며,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세상의 구속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선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말과 행위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 은혜의 형상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모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고 분명한 계시를 발견한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지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W-1.0105: 성령 the Holy Spirit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간추린 신앙 고백 10.4)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서는 성령께서 창조의 새벽에 어떻게 운행하셨고, 세례 시에 

그리스도께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오순절에 어떻게 교회에 강림하셨는지 설명해 

준다. 바로 같은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의 일상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나타내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성령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모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무장시키시며, 성례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양육하시고, 

섬김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교인들에게, 성령은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은사들을 주신다.  

W-1.0106: 말씀과 성례전 Word and Sacrament 

크리스천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활동하신다.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이 거행되는 곳마다,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앙의 신비를 선포한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속시키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이와 같은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W-1.0107: 예배와 교회 Worship and the Church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은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준비시킨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 교회의 사명은 세례로부터 흘러나와, 주의 만찬에서 양육되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섬긴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은 세례반 font 에서 시작되어, 성만찬 상으로부터 세워지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공동 생활의 중심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주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다.  

W-1.02: 시간, 공간, 및 물질 Time, Space, and Matter 

W-1.0201:  창조와 구속 Creation and Redemption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크리스천 예배를 통해—특정 시간, 특정 장소, 물질적인 봉헌으로—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 

W-1.0202: 시간 Time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저자 author 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매일 예배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토라는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예언하였다. 모든 복음서는 주 첫 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한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주장하면서 이 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라 칭하게 

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거행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날 첫 날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을 떼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가 예배를 드려 온 2000 년 동안,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을 개발해왔는데, 그것들 중 많은 방법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이스라엘의 절기 feasts 와 금식 fasts 으로부터 적용되었다. 이러한 교회력의 모형은 그리스도안에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섬기게 한다. 한 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incarnation 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탄생 Nativity 및 주현 Epiphany 을 포함하는 대림절 Advent 및 크리스마스의 계절과 함께 

시작된다. 주현일 후에는 예수님의 세례와 산상변모 Transfiguration 를 기념한다. 교회력의 중심에 있는 사순절 Lent 및 부활절 

절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비에는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과 위대한 삼일—세족 목요일 Maundy Thursday, 성 

금요일 Good Friday, 부활 철야 Easter Vigil—및 주님의 부활 Easter 과 승천 Ascension, 그리고 오순절 Pentecost 을 포함하고 있다. 오순절 

후에는, 삼위일체 주일 Trinity Sunday 과 만민 성도의 날 All Saints Day 과 그리스도 통치 the Reign of Christ 를 기념한다.  

매일 기도의 유형은 교회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수세기 동안 내려 온 기독교 전통,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기도 생활을 

또한 연결시켜 준다. 큰 모임, 소 그룹, 혹은 가정에서, 매일 기도는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삶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여주며, 

우리에게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배의 다른 용무로서 시민 사회 및 농업 생활의 주기, 문화 및 가족 축하 행사, 중요한 인물 및 사건 기념,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반영한다. 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러한 것들을 관찰함은 적절하다. 

W-1.0203: 공간 Space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만난 

돌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다른 장소들을 묘사한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광야, 언덕, 그리고 호숫가에서 그는 예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도 한정 될 수 없음을 보이셨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전, 회당, 가정, 지하동굴, 및 감옥에서 예배하였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과 그리고 말씀 및 성례전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후에 교회는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예배를 위한 공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차적으로 확립 된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공간은 공동체를 격려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우리를 안으로 모으시고 밖으로 보내시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이어야 한다. 기독교 예배를 위한 공간에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장소와, 세례반 font 혹은 

침례탕 pool,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위한 식탁 table 이 있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을 표현해주는 이러한 상징들의 배열은 기독교 

예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중심성과 서로의 관계성을 전달한다.  

W-1.0204: 물질 Matt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물체를 사용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다양한 사물들을 말해준다: 언약 궤, 천과 용기들, 기름과 향료, 악기, 곡물, 과일, 그리고 

동물 등이다. 동시에 선지자들은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경고 하였다: 사물을 신의 존재로서 착각함이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물들—그물과 생선, 병과 기름, 수건과 대야, 물, 빵, 그리고 포도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여준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희생에 대한 상징으로서 

세 개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들—물, 빵, 그리고 포도주—을 취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례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과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응답의 표시이다.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양육하신다; 그에 응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고 우리의 몸을 찬양의 산 제물로 드린다.   

예배에서 물질적인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현이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을 실천함은 또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직을 반영한다. 우리는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유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 

십일조와 봉헌을 드린다.  

우리는 또한 예배에서 음악, 미술, 드라마, 몸짓, 미디어, 배너, 제의, 용기, 가구, 그리고 건물 등을 포함하는 창조적 예물을 

드린다. 하지만 이러한 예물들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것들은 단순한 형태와 기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예배를 위해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W-1.03: 언어, 상징, 그리고 문화 Language, Symbols, and Culture 

W-1.0301: 말씀이 육신이 되다 The Word Made Flesh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다. 성육신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상징, 문화적 형식들은 예수의 성육신 선물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릴 수 있다. 

W-1.0302: 언어 Language 

하나님의 신비와 실제는 우리의 경험, 이해, 그리고 언어를 초월하시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축소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 그리고 은혜에 대해 성경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한다.  

구약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개인적 방식들로 표현한다: 창조자, 언약 창시자, 보혜사, 해방자, 판사, 구속자, 산모, 

어머니, 목자, 주권자, 운반인 bearer, 낳게 하는 자 begetter 등이다. 이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숨겨진 이름을 대신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전달해 준다. 이는 또한 자연의 이미지들을 빌려와 

하나님을 바위, 우물, 불, 빛, 독수리, 암탉, 그리고 사자로 묘사한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 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는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러한 몇몇 단어들을 사용하셨다—선한 목자, 신랑, 

그리고 인자.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거나 적용하였다—특별히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과 동일시하기 위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의도적으로 성경 및 우리 신학 전통들만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을 적절히 묘사하고 언급하는 언어는 광범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서가 사용하는 넓고 깊은 용어들과 

이미지들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authentically 묘사하고 언급하는 언어는 포괄적으로서, 하나님 

창조 사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 문화, 배경,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의 

모든 멤버 자신들을 동등하게 포용하시고, 부르시며, 그리고 소중히 여기심을 인식하게 하여준다.  

오순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은 나라들과 문화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연합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여러 언어로 예배 한다. 우리가 예배 시에 사용하는 말들은 공통으로 쓰는 언어 혹은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들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진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풍성하고 다양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증거한다. 

W-1.0303: 상징들 Symbols 

어떤 성경의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게 해주며, 영속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구약에는 수많은 실례들이 있다—나무, 성전, 무지개, 강, 양, 두루마리, 건물, 그리고 몸 등이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 복음,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평범한 의미들의 보배를 

사용하였다. 빛, 책, 물, 빵, 잔, 그리고 십자가와 같이 성경의 어떤 두드러진 상징들은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한 사물들은 숭배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적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표현 enacted 될 때 그 말씀을 더 충분히 알게 된다. 구약은 예배 시의 

상징적 행위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금식과 잔치, 즐거워함과 슬퍼함, 춤과 노래, 표식과 기름부음, 씻김과 봉헌, 정의 

실천과 자비 베풂 등.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기존의 신앙 관례들—특별히 세례와 빵을 떼는 일—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으며, 일상적인 긍휼의 표현들—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들로 바꾸셨는지를 보여준다. 기독교 예배에는 이러한 행동들 및 기타 

성경의 실천들—모임과 보냄, 무릎 꿇기와 일어섬, 말과 노래, 정결과 봉헌, 표식과 기름부음, 먹고 마심, 축복과 안수—과 강한 

유대 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전해주며 감사가 담긴 우리의 

응답을 전달해 준다.  

W-1.0304: 문화 Culture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도행전과 신약 서신서는 “더 이상 유대인의 것도 헬라인의 것도 아니며”(갈 3:28),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지향하던 교회의 도전과 갈등들을 기록하였다. 교회는 2 천여 년 동안 성장하여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의 문화와 영토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오며—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곳을 향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해 왔다. 마침내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 구속 받은 자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든 나라, 족속, 그리고 백성들로 구성된 큰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 예배는 상황적 contextual 으로서—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특정한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그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해주는 말, 이미지, 상징, 그리고 행위들로 드러난다. 예배는 또한 비교-문화적 cross-

cultural 으로서—신앙 공동체 안팎의 다양한 전통들 및 문화들을 반영한다. 기독교 예배는 문화를 초월 transcultural 하는 

것으로서—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인간 생활의 공통 요소들에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 예배는 또한 반 문화적 countercultural 으로서—복음의 스캔들을 단호히 주장하며 정의와 공의와 

평화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를 예견한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예배는 서로 다른 문화 간 포용 intercultural 하는 사건으로서—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성, 대화, 및 동등성을 조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모이는 곳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에 동참한다. 따라서, 우리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와 다른 문화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래를 부름이 바람직한 일이다.  

제 2 장: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기독교 예배 Christian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W-2.01: 근원과 원리 Sources and Principles 

W-2.0101: 예배 순서의 근원 Sources of Order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충실해야 한다. 성경의 증거는 예배 순서를 정하기 위해 교회가 의존할 수 있는 

최상의 출처이면서 또한 권위적인 근원이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또한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안내를 받고, 개혁 전통의 지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보편적 교회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예배 커뮤니티의 문화 및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W-2.0102: 형식과 자유 Form and Freedom 

기독교 예배는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긴장을 항상 유지하여왔다. 일부 전통에서는 성서에 충실하길 애쓰면서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 어떤 전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며 고정된 형태의 예배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예배가 잠정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고정된 예배 

형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관된 형태들과 관행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다소 자발적인 예배 형태는 예상치 않은 통찰력과 영감을 위한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진행되고 성령님의 창조력에 개방되어야 한다.  

W-2.02: 예배 모임 The Worshiping Assembly 

W-2.0201: 왕 같은 제사장 A Royal Priesthoo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집단적 활동이며 그리고 우리 공동의 삶과 사역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온 지체들이 마음, 정성,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의식적으로 conscious,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예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며 또한 그들의 정기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자라난다.   

예배 순서는 회중과 그 교회가 사역하는 지역 상황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배 순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를 장려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아니 된다. 

W-2.0202: 기도로 참여 Prayerful Participation 

기도는 예배의 심장과 같다. 그것은 우리와 대화하며 관계를 나누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이며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기도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기본적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며, 성령에 의하여 능력이 부어진다. 신실한 기도는 성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여러 종류의 기도—찬양, 감사, 고백, 간청, 중보, 헌신 등이다. 여러 방법의 기도—하나님을 듣고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기억함,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 혹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기도는 말, 침묵, 노래, 혹은 

신체적인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 

시편, 찬송, 그리고 영의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오래된 형식이자 살아있는 모습이다. 노래할 때 온 존재가 

참여하게 되며 또한 공중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에 도움이 된다. 회중 자체가 교회의 일차적 성가대이다; 연습된 

성가대와 다른 음악인들의 목적은 기도를 노래하는 회중을 돕고 인도하기 위함이다. 특별 노래, 성가, 및 기악은 말씀을 

해석하고 회중의 기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예배의 많은 요소들이 노래로 불려질 수 있다. 예배에서 

음악은 단지 예술적 과시, 여흥의 출처, 혹은 침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기타 여러 행위들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무릎 꿇기, 머리 숙이기, 일어서기, 손 들기, 춤추기, 발 구르기, 

손뼉치기, 포옹, 손 잡기; 기름 부음 및 안수 등이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배에서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 전체 회중의 필요들을 간과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W-2.03: 예배의 리더십과 직제 사역 Leadership in Worship and Ordered Ministries 

W-2.0301: 섬김을 위한 은사들 Gifts for Service 

하나님께서는 세례에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부름 받는다. 따라서 교회의 어떤 교인이라도 자신의 은사들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도움은 적절한 것이다.  

받은 은사들과 훈련을 통해 어떤 이들은 예배에서 특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또한 예배 순서에서 특정한 일들을 

책임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특정한 역할들과 책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교인들의 리더십을 위축시키거나 온 교인들의 본질적 예배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W-2.0302: 집사 Deacons 

집사는 긍휼을 베풀고, 증거하고, 또한 섬기는 교회의 사역을 이끌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세상 속에서는 교회의 사역을 

대표하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존재를 대표한다. 집사는 예배 순서에 특정한 책임을 지고 않지만, 당회는 집사들이(출석 

시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갖게 하며, 긍휼을 베풀고 증거하고 섬기는 그들의 사역이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W-2.0303:  사역 장로 Ruling Elders 

사역장로들은 분별과 다스림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 생활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부름을 받는다. 

말씀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노회가 위임한 

사역 장로들은 특정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G-2.1001).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사역 장로는 교회 예배를 준비해야 하며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특별히, 사역 장로들이 

교역 장로†들과 당회에서 함께 섬길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정기적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 공동 기도,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교역장로의 고유한 책임들을 제외한 개체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함; 예배를 

위한 적절한 시기 occasions,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함; 예배 처소의 예비, 특정한 설비 (꽃, 초, 깃발, 의복 paraments 및 기타 

물건들)의 사용, 그리고 음악과 드라마와 춤과 시각 예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짐. 

W-2.0304: 교역 장로† Teaching Elders 

교역 장로† (혹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 불리기도 함)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인도하며,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특별히, 목사는 다음과 같은 일들에 책임을 진다: 봉독할 

성경 말씀의 선택, 설교 준비, 드려질 기도, 노래할 음악 선곡, 해당 예배를 위한 예배 보조 인쇄물 혹은 미디어 사용, 특정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드라마, 춤 및 다른 예술 형태의 사용. 

W-2.0305: 공동 책임 Shared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어떤 특정 교회에서, 예배 순서는 당회의 동의 하에 교역 장로†가 책임진다. 찬송가, 예배 기도서, 성경, 및 다른 영구적 

예배 자료들은 교역 장로†의 동의 하에, 그리고 교회 음악가들 및 교육자들과 협의 하에 당회가 책임을 진다. 

음악 리더나 성가대 지휘자가 있다면, 교역 장로†는 성가곡과 다른 음악들을 위해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당회는 

이러한 협의가 적절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것이다. 교역 장로†는 특별 예배 순서를 계획할 때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당회는 교인들이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예배에 관하여 그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본 예배 모범을 정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역 장로들 및 집사들의 훈련 시 당회가 제공함이 적절하다. 

당회가 예배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에 대하여 노회에 책임이 있다. 각 노회들은 개체 교회들이 예배가 지니는 

특징과, 그 예배를 지도하는 표준들, 그리고 예배가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서 맺는 열매들에 대해 당회들과 토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사 후보생들의 준비와 교역 장로†들의 계속 교육을 위해 노회가 이 예배 모범을 사용하여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 3 장:  

주님의 날 예배 순서 The Service for the Lord’s Day 

W-3.01: 주님의 날 예배 Worship on the Lord’s Day 

W-3.0101: 부활의 날 The Day of Resurrection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 중 첫 날 이른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복음서의 증언 때문에 주님의 날(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 주님의 날은 또한 창조의 “여덟 째 날”이라 불리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 창조의 

표시이다. 우리가 어느 날이든지 그리고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날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미리 기대하는 것이다.  

W-3.0102: 주님의 날 예배 모형 The Pattern of Lord’s Day Worship 

주님의 날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이다. 우리는 주 중 첫 날—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 모여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빵을 뗀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날에 말씀과 성례전으로 완전한 복음을 선포한다. 

주님의 날을 위한 예배에는 또한 다른 활동들도 포함된다: 모임과 노래, 회개와 용서, 기도와 헌금, 축복과 보냄 등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주님의 날 예배 모형은 주님의 날 아침 외에 다른 날들과 시간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활절 전야와 같은 토요일 저녁 

예배는 고대 유대 및 기독교 시간 계산에 따라 새 날이 일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의 날 예배 순서를 적절하게 따른다. 

매일 기도 예배 순서는 주중 다른 시간 및 다른 날들에 예배의 모형을 제공한다.  

W-3.0103: 예배 순서 The Order of Worship 

예배 순서는 교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의미 있고 일관된 구조를 제공해 준다. 예배 순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믿음과 신실함을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된다.  

주님의 날 예배를 위해 여기에 제시된 예배 순서는 성경, 보편적 교회 전통, 그리고 우리의 개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예배 순서는 교회의 신앙, 삶, 그리고 예배 안에서 말씀 및 성례전이 중심을 이루도록 모색한다. 이러한 주님의 날 

예배의 설명은 하나의 추천 모델로 제시된 것이지, 다른 방식의 예배 순서들을 배제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나 문화에 적합한 다른 예배 순서들이 채택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순서들은 말씀에 신실하고, 성령에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전념하여야 한다.  

W-3.02: 모임 Gathering 

W-3.0201: 예배 준비 Preparing for Worship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로 인사를 나누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광고를 나누고,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행위는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니는 정체성과 선교의 증언을 전한다. 



W-3.0202: 예배를 여는 문장 Opening Sentences 

성경 구절을 보통 인용하는 예배로의 부름은 이 장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함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거룩하신 분과 만나는 예배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준다.  

W-3.0203: 시편, 찬송가, 및 영적인 노래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시편을 노래로 불러왔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및 부활을 빛 가운데에서 해석하며 계속하여 시편을 노래, 기도, 그리고 연구하였다. 시편을 노래함은 개혁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겨진다. 교회는 시편에 다른 찬송 hymns, 찬가 canticles, 영적 노래들을 더하기 시작했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로부터, 교회는 다양한 악기들에 의해 반주되는 다른 형태의 많은 회중 찬송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주님의 날 

예배에 이처럼 풍부한 레퍼토리에서 선곡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노래한다. 

W-3.0204: 기도 Prayer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모인 커뮤니티 위에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기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기도는 그 날 혹은 교회력에 따라 성경 구절로부터 도출되는 주제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다.  

W-3.0205: 고백과 용서 Confession and Forgiveness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였다면, 또한 세상과 우리 삶의 죄악성을 직면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신뢰하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 

공동체의 찬양으로부터 회중의 고백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전환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혁 

전통의 현저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부르시고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 초청을 표현한다. 그리스도 

몸의 멤버들로서, 우리는 개인 및 공동체의 삶에 존재하는 죄, 포로상태, 그리고 깨어짐의 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한다. 고백의 기도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와 같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송이 포함될 수 있다.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확신을 제공한다. 세례반 font 에서 이 순서를 인도하면 

세례의 은혜와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로의 초청과 우리의 고백을 연결하여 준다. 말씀과 

성례전과의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교역 장로†가 고백으로의 초청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 사함의 

기쁜 소식을 선포함이 적절하다. 

다른 활동들이 뒤 따를 수 있다—“성부 성자 성령” 혹은 “하나님께 영광”과 같은 송영, 율법 요약 혹은 신실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표시로서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있다.  

W-3.03: 말씀 Word 

W-3.0301: 선포의 신학 Theology of Proclamation 

성경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 1:1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전한다.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임재 하신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며 주님의 날 예배의 필수 요소이다.  

교역 장로†는 공중 예배에서 봉독할 성경 말씀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선정 본문들은 구약과 신약 둘 다의 말씀에서 

고르도록 하며, 일정 기간에 걸쳐 성경의 다양한 내용 및 전체 메시지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본문을 선정할 때에는 교회력의 

리듬, 세상의 사건들, 자기 교회 안에서의 목회적 관심사들을 고려해야 한다. 성구집 Lectionaries 은 보편적 교회와의 일치와 

연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성경 본문들을 보장해 준다. 교역 장로†는 또한 공중 예배에서 사용할 성경 번역본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성경은 예배 공동체의 공용어(들)로 읽혀져야 한다. 중요한 편집 본, 의역 본, 혹은 새로운 번역본들에 

대한 정보를 회중에게 알려야 한다.  

선포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설교에는 성경 말씀을 연구함에 부지런함과 분별력의 요구, 매일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복음의 메시지들을 신학적으로 묵상, 회중들의 삶의 상황에 민감함,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에 귀 기울이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인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순종이 요구되고 있다. 설교는 복음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할 때 노래, 드라마, 춤, 그리고 시각 예술 등의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다양한 방식들로 응답한다: 교회의 신앙 고백, 세례식이나 세례의 재확인,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 등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말씀의 선포는 불완전한 

것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초청 받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성령님의 은사에 달려 있다.  

W-3.0302: 조명을 위한 기도 Prayer for Illumination 

조명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이다. 성령님의 조명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의존감은 개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표시이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성경 봉독과 설교의 선포에 앞서며, 말씀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봉독에 적용된다.  

W-3.0303: 성서 Scripture 

회중 앞에서의 성경 봉독은 본문의 의미가 명료하게, 잘 들리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교회 강대상에 비치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영속성과 무게를 전달해 주며, 성경 이야기의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준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누구나 성경을 봉독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집사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에 책임을 

지고 있고, 사역 장로들은 말씀의 선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당회는 모든 봉독자들이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중의 역할은 읽혀지고 선포된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의를 다하여 듣는 것이다. 그러한 

경청을 위하여서는 기대감, 집중, 및 상상력이 요구된다. 말씀이 제시될 때, 회중들은 봉독자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거나, 교독, 

혹은 교창, 또는 인쇄나 영상 자료들을 보며 따라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응답으로 성경 봉독을 마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또한 음악을 통해 전해질 수도 있다. 

W-3.0304: 음악적 응답 Musical Responses 

말씀을 봉독한 후 시편, 찬가 canticles, 성가 anthems, 알렐루야, 찬양 songs of praise, 혹은 다른 음악적 응답들이 뒤 따를 수 있다. 

첫 번째 봉독의 응답으로 시편을 노래하며 회중에게 그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W-3.0305: 선포 Proclamation 

봉독한 성경 말씀(들)에 기초한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의 선물과 부르심을 제시한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충성스럽게 따르도록 무장되며,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설교는 기도나, (글*시*노래로)찬양 ascription of praise, 

혹은 제자도의 초청으로 끝맺을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보통 교역 장로†가 설교를 한다.  

다른 형태의 선포들에는 노래, 드라마, 춤, 시각 예술, 그리고 간증이 포함된다. 설교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예배 시에 

봉독한 성경 말씀(들)을 조명해 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선포할 때에 예배 인도자들은 

그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들)의 증언과 연결시켜야 한다.  

W-3.0306: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 신앙의 고백은 성서 혹은 

신조 Creeds, 신앙고백서, 그리고 교리문답들에 나오는 문장들로 이루어진다. 회중 찬송, 성가, 혹은 다른 음악적 응답으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개인적 간증을 위한 기회들이 또한 이 시간에 주어질 수 있다. 세례나 세례 재확인과 같은 순서가 

있을 때에는 세례 예전의 한 부분으로 사도 신경을 고백한다. 가장 초기의 에큐메니칼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니케아 Nicene 

신조는 전통적으로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다.  

W-3.0307: 세례 및 세례적 제자도 Baptism and Baptismal Discipleship 

세례 성례전 (W-3.0402-W-3.0408) 및 세례 언약과 관련된 다른 예식들은 보통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거행한다. 이러한 

예식들에는 믿음 고백에 기초한 세례 재확인 (W-4.0203), 새 교우 환영 (W-4.0204), 섬김을 위한 파송 (W-4.03), 직제 사역을 

위한 안수와 위임 (W-4.04), 삶과 사역의 변화 (W-4.05), 공동 행사들의 축하, 크리스천 혼인 (W-4.06), 부활 증거 (W-4.07)가 



포함된다. 이 때에는 또한 예배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라고 말하거나, 혹은 세례 시에 했던 약속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제자도로의 초청을 할 수 있다.  

W-3.0308: 중보기도 Prayers of Intercession 

우리는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및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령의 신음에 동참한다. 이 기도는 리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위의 royal 

제사장으로서 온 회중이 함께 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아멘” 및 다른 응답들을 통해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공된 중보 기도와 간구는 다음과 같다: 보편적 교회 및 개체 교회의 선교와 사역; 피조물을 돌봄과 자원들의 올바른 

사용; 세상의 평화와 정의; 만방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한 억압 받는 자들;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긍휼 

사역과 화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온전함; 그리고 기타 특별한 필요 등이다. 이러한 기도들은 성만찬 

식탁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회중 가운데에서 인도할 수도 있다. 이 때에 음악으로 응답하거나 상징적 행동들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목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선한 목자들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교역 장로†가 중보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인도함이 적합하다. 집사들에게 긍휼 사역의 책임이 있고 사역 장로들에게 회중 양육을 책임이 있기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이러한 기도를 인도하는 것 또한 적합하다. 중보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 기도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W-3.0309: 헌금 및 주의 만찬 Offering and Lord’s Supper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십일조 및 헌금 (W-3.0411)을 봉헌하고 주의 만찬 (W-3.0409-W-3.0414)이 거행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복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감사의 표시들이다. 만약 주의 만찬이 거행되지 않는다면, 헌금 

시간 후에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W-3.0415). 

W-3.04: 성례전 Sacrament 

W-3.0401: 성례전 신학 Theology of the Sacraments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 속에서 제정 enacted 되고 봉인 sealed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들 gracious acts 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성례전은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인간 행위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랑과 섬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례전은 교회의 공동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는 물리적 표시이며, 동시에 영적 선물이고, 말씀과 행동이 포함되며, 기도에 

의해 둘려 쌓인다. 성례전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일상적인 것—물, 빵, 포도주--들이 사용된다. 개혁 

전통은 세례와 주님의 만찬(성찬감사 Eucharist 혹은 성만찬 Holy Communion 이라고도 불림)인 성례전이 성서의 증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보편적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지속되어 왔음을 인정한다. 

W-3.0402: 세례 신학 Theology of Baptism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incorporated 되었다는 표시이며 봉인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으며, 사역을 위한 기름부음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선물로 제공하셨다. 그의 고통과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을 파송 

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명령들을 복종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능력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의 선물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1). 

세례의 성례전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용서와 죄 씻음과 갱신,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속함, 그리고 하나님 통치의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혁 전통은 세례를 하나님 언약의 표시로 

이해한다. 세례의 물은 창조의 물, 홍수, 그리고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 죄 

씻음의 능력, 그리고 세대에 걸친 구속의 약속으로 연결시켜준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와 같이, 

세례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은혜로운 언약의 표시이다. 이러한 새로운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다. 세례는 정의와 공의가 세차게 흘러 내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나타낸다.  

세례는 말씀이 선포하는 것, 즉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제정하고 봉인한다. 세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며,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개, 

신실함, 그리고 제자도로 초청하신다. 세례를 통해 성령님은 교회에 정체성을 주시고,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를 파송 하신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띠이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서로의 사이에 하나가 

되며, 또한 모든 시간과 공간의 교회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지위와 성별의 장벽이 무너진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도모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포함된다. 믿는 자들의 세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해야 한다는 부름을 증거한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도 전에 

사랑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이러한 두 형태의 증거는 하나이며 같은 성례전이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따라서 세례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세례의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할 때가 많다. 여기에는 신앙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의 세례에 참여할 때, 교회에 등록하거나 떠날 때, 

안수나 위임 혹은 파송을 받을 때, 그리고 매번 성만찬을 거행할 때를 포함한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깊은 헌신, 

숙련된 분별력,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이다. 세례와 함께 그리고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삶에 대한 도전들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주고 강하게 하여준다.  

세례는 보통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주일에 집례 된다. 언약 공동체의 참여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 연합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공적 예배 시간 외에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경우에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이 온 

회중을 대표해 참여해야 한다.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세례도 하나이다. 미국 장로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과 물로서 

베푼 다른 기독교 교회들의 모든 세례를 인정한다.  

W-3.0403: 세례의 책임 Responsibility for Baptism 

세례는 당회 허락 하에 교역 장로†가 베푼다. 세례에 관한 당회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자녀들이 너무 

조급히 혹은 너무 늦지 않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혹은 부모 대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 격려하기; 새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세례 후보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 심사하기; 그들에게 성례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세례 

받은 자들을 교인 명부에 기재하기; 세상에서 세례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돌봄 등이다. 보편적 universal 교회를 대신하여, 전체 회중은 세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어떤 특정한 교인들을 세례 받은 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을 위하여 후원자 sponsor 혹은 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적어도 부모 (혹은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중 한 명이 보통 세례가 베풀어지는 교회 

혹은 개체 기독교 교회의 활동 교인이어야만 한다. 당회는 다른 교회의 활동 교인인 부모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당회가 그러한 요청을 승인한다면, 당회는 다른 교회의 공의회와 협의하여 언제 성례전이 

베풀어졌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한다. 어린이들이 세례 받도록 소개하는 자들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교회의 활동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기로 약속한다. 

공의회는 교회가 아닌 특정 환경들, 즉 병원, 감옥, 학교, 군부대, 혹은 기타 사역 장소들에서 교역 장로†에 의해 

베풀어지는 세례를 인가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역 장로†는 새로이 세례 받은 자의 이름을 적절한 공의회 명부에 

기록함을 확실히 하는 책임이 있다 (G-3.02, G-3.03). 

W-3.0404: 소개 Presentation 

교역 장로†는 성경 구절들로 세례 성례전을 소개한다; 사역 장로들, 교인들, 혹은 에큐메니칼 증인들이 다른 성경 

구절들을 봉독할 수 있다. 당회를 대신하여, 사역 장로가 세례 후보자들을 소개한다. 자기 자녀들이나 혹은 자신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는 의향을 표현한다. 부모들, 후원자(만약 있다면), 그리고 교회는 세례 받는 자들을 



지지하고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아무도 홀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 격려를 받으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에워싼다.  

W-3.0405: 신앙 고백 Profession of Faith 

세례 후보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은 악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신앙고백을 하며 세례 받는 자는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밝힌다. 그들은 

회중들과 함께 초대 교회가 세례를 확증할 때에 사용했던 사도 신경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다.  

W-3.0406: 물에 대한 감사 기도 Thanksgiving over the Water 

세례 장소에서, 교역 장로†가 기도를 인도한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화해의 행위들을 찬양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세례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교회가 신실함을 갖추도록 요청한다.   

W-3.0407: 세례 베풀기 The Act of Baptism 

교역 장로†는 물을 풍성하게 그리고 보이도록 사용하여 세례 받는 각 사람의 기독교 혹은 주어진 이름을 부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에게 세례를 주노라” (마 28:19) 선포한다. 세례를 위한 물은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손으로 부어주거나, 혹은 침수할 수 있다.  

안수 및 기름 부음과 같이 성령의 선물을 암시하는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물로 세례를 주는 중심적 행위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W-3.0408: 환영 Welcome 

새로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적절한 선물로 양초(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냄) 혹은 세례 의복(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음을 나타냄)이 주어질 수 있다. 이전 순서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눌 수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환영하는 방식은 반복할 수 없는 세례와 반복 가능한 주님의 만찬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씻기신 후에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이러한 입문을 위한 고대의 패턴이 두 성례전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세례 후에 주님의 만찬이 집례 됨이 적절하다; 방금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빵과 잔을 제일 처음에 

받도록 초청할 수 있다.  

W-3.0409: 주의 만찬 신학 Theology of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또는 성만찬)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교통함을 표시하는 인침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 평범한 저녁 식사, 기적적 만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적 기념의 시간 등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과 참 포도 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 밤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새 언약의 표징인 

그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만찬을 계속함으로써 그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빵을 떼시면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열심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을 지속했다. 바울이 기록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과 잔을 나눌 때, “많은 우리가 한 몸” 

(고전 10:17)임을 고백한다.  

주의 만찬의 성례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성령님을 초청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사 등이다. 개혁 전통은 주의 

만찬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고 이해한다. 주의 만찬에서 빵은 유월절의 빵 및 광야에서의 만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해 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스라엘이 감사의 표시로서 희생제물을 드림과 같이,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이며 감사의 표시이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주의 만찬은 또한 우리가 채움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라는 우리의 소명을 반영해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죽음을 삼킬 그 천상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여 준다.  

주의 만찬은 말씀이 선포하는 것, 즉 모든 백성들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를 제정 enacts 하고 인봉 seals 한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며,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롭고, 성실하게, 또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주의 만찬을 통해, 성령은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보내신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일 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교회와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충성스러운 자들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세례 

시에 했던 약속들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 및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시 헌신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회는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이 믿음, 회개, 및 

사랑으로 나아올 때에 주어지는 특권이다. 식탁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연령이나 이해여부와 상관없이 빵과 잔이 

주어진다. 앞으로 나오는 자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례 준비 및 세례로 은혜롭게 초대해야 

한다.  

예배자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죄악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및 서로와의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주의 만찬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 심지어 의심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 식탁에 나아올 

수 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날 예배의 정기적인 순서로서 말씀 선포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지역 

교회의 특성상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회는 다른 스케줄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일년에 네 번은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한다.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주님의 날 한 주일 전에 미리 광고함으로써 모두가 

성례전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W-3.0410: 주의 만찬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은 당회에 의해 인가되어야 하며, 교역 장로†에 의해 집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 노회는 사역 

장로들을 훈련하여 주의 만찬을 집례하도록 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G-3.0301b). 당회는 주님의 날 예배 외의 다른 예배로서 

기독교 혼인 예식, 안수 및 위임, 치유 예배 services of wholeness, 병든 환자 사역,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장례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함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행사에 말씀을 읽혀지고 선포되어야 한다. 주의 만찬이 공적 예배 외의 다른 

경우들에 거행될 때, 한 교우 혹은 그 이상의 교우들이 온 회중을 대표해야 한다.  

공의회는 회중 모임이 아닌 특정한 장소들, 예를 들면 병원, 감옥, 학교, 군 기지, 혹은 다른 사역 환경에서 주의 만찬이 

거행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W-3.0411: 봉헌 Offering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드린 값비싼 선물과 함께 한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은사들과, 

물질들을 바침으로 감사의 응답을 한다. 모든 예배에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응답하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들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직을 표현하며, 서로에 대한 우리의 돌봄을 

보여주고, 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며, 또한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을 제공한다.  

십일조와 봉헌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행위로 모으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량 또한 이 때에 모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의 만찬을 위한 식탁이 함께 준비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봉헌은 말로 혹은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와 

함께 드려진다.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 자원들에 대한 청지기 직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의 리더십을 맡고 있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아직 갖지 않았다면, 이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W-3.0412: 대 감사 Great Thanksgiving 

봉헌과 식탁을 준비한 후에, 교역 장로†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예배자들을 주의 만찬으로 초청한다. 식탁에서, 교역 

장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회중을 바라보며 인도해야 한다: 그날의 특별한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섭리적 돌보심과 언약에 신실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성례전을 제정하신 것 뿐만 아니라(만약 식탁으로 

초대할 때 혹은 빵을 떼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된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함; 예배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로 이끌어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양육시키시고, 성도의 교제와 모든 장소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선교를 위해 그들을 보내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한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마친다. “거룩, 거룩, 거룩,”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및 

“아멘”과 같은 송영을 노래함이 포함될 수 있다. 이후에 주기도문을 한다.  

W-3.0413: 빵을 뗌 Breaking the Bread 

교역 장로†는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식탁에서 빵을 떼고 잔을 붓거나, 혹은 이미 채워진 잔을 들어 올린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경 구절을 동반할 수 있지만, 또한 침묵으로 행할 수도 있다. 빵 한 덩어리와 한 잔은 그리스도 몸의 연합과 

성례전의 공동체적 특성을 나타내 준다. 주의 만찬을 위한 빵은 교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 빵을 준비하는 

자들은 온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당회는 포도주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이 제공되어야 하고, 교인들이 그것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3.0414: 성찬식 Communion 

빵과 잔은 성만찬을 행하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받게 한다. 예배자들은 식탁 둘레에 모이거나, 앞으로 나와서, 

혹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빵과 잔을 받을 수 있다. 빵을 떼어 그들의 손에 쥐어 주거나, 혹은 분배를 위하여 준비된 빵 

조각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공동 잔으로 마시거나, 개인 잔을 받거나, 혹은 받은 빵을 잔에 적실 수 있다. 흔히 사역 장로, 

집사, 및 교역 장로†들이 빵과 잔을 분병 분즙 한다; 당회는 이 외의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빵과 

잔을 나누는 동안 예배자들은 찬양, 다른 형식의 음악을 사용, 적절한 성경 구절을 낭독, 혹은 침묵 기도를 할 수도 있다. 

모든 이들이 빵과 잔을 받은 후에 남은 것들은 식탁 위에 올려 놓는다. 그 다음에 교역 장로†가 성례전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재림이 올 때까지 신실하게 살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회중을 인도한다.  

예배가 끝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보통 같은 날에), 두 명 이상의 직제 사역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집에 

머물고 있는 자들, 혹은 입원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 빵과 잔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연장된 성찬 예식을 수행하는 자들은 

당회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신학적, 목회적, 예전적 은사들과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날 예배가 끝나면 빵과 잔은 식탁에서 옮겨져서, 성례전에 대한 개혁 전통의 이해와 선한 청지기직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고, 당회에 의해 승인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야 한다.  

W-3.0415: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는다면 If the Lord’s Supper is Omitted 

주의 만찬은 주님의 날 예배, 즉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지역 교회의 상황들과 당회의 결정에 

의해 주의 만찬이 주님의 날 예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봉헌과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와, 감사와 헌신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어진다. 

W-3.05: 보냄 Sending 

W-3.0501: 서약의 표현들 Acts of Commitment 

말씀과 성례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서약의 표현들을 통해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확인한다. 그러한 서약의 행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폐회 송, 시편 송,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는 신령한 노래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유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표현하는 창조적 혹은 

상징적 행위들; 세례 받을 준비를 하겠다거나, 세례를 받고 싶다거나, 혹은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선포들; 복음 전파와 

긍휼과 정의와 화해의 사역을 위한 파송; 떠나는 교인들에게 작별인사;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간단한 초대나 광고 등이다. 

W-3.0502: 축복과 권면 Blessing and Charge 

주님의 날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으로서 제사장적 축복이나 사도적 축도로 끝맺는다. 이 축복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표현이고 또한 말씀과 성례전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보통 교역 장로†가 축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을 받는다. 권면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대행 자들로 나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집사들은 교회의 증인과 섬김의 사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역 장로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신실이 감당하는 것에 대한 감독권을 지니고 있기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W-3.0503: 세상에서의 섬김 Service in the World 



기독교 예배와 섬김은 주님의 날 예배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아간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함이다. 

제 4 장:  

목회 및 특별 목적을 위한 예배 Pastoral and Occasional Services 

W-4.01: 세례와 관련된 예배 순서 Services Claiming and Completing Baptism 

W-4.0101: 세례로부터 시작됨 Flowing from Baptism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의 표시와 봉인으로서의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서약의 기초이다. 목회 및 특별 목적을 위한 예배 의식들은 모두 세례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례에 대한 약속들로부터 

흘러 나온다. 그러한 특별한 목적들은 주님의 날 예배 시에 말씀의 선포에 이어서 적절히 축하되거나, 다른 공적인 

예배들에서 축하될 수 있다. 그러한 예식들은 세례반 혹은 침례탕에서 적절히 집례 할 수 있다. 

W-4.02: 세례 언약의 재확인 Reaffirmation of the Baptismal Covenant 

W-4.0201: 세례 받은 자들의 양육 Nurturing the Baptized 

세례 안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 하게 되고,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표시되며,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고, 

주의 만찬에 초대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며, 그리고 섬김의 삶을 위해 구별된다. 세례 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제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전체 교회의 책임이며, 특별히 당회를 통해 

훈련되어야 한다. 누군가 어린이로 세례를 받는다면, 당회는 부모(들) (혹은 부모의 책임을 맡은 자들)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들을 당회가 제공하여야 한다.  

W-4.0202: 식탁으로의 초대 Welcoming to the Table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어린이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표현을 할 경우에는, 당회가 

공적 예배에서 그들을 식탁으로 환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을 주의 만찬으로 초대할 때에 성례전의 의미와 

신비에 대한 지속적인 가르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W-4.0203: 공중 고백 Public Profession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의 책임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면 (때로 

“견진례”라고 불림), 당회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교육 받고, 당회에 의해 

심사되고, 활동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리고 공중 예배에서 회중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이때, 그들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은혜에 대한 그들의 의존성을 확인 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또한 

교회의 예배와 생활과 치리 및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세례의 서약을 재확인한다. 

그러한 경우에, 모든 예배자들이 세례 언약을 재확인함이 바람직하다. 

W-4.0204: 새 교우 New Members 

새로운 교우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 고백, 신앙의 재확인, 혹은 이명 증서를 통해 받아 들여진다. 당회는 교회 교우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확인(재확인)하게 될 신앙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당회의 심사를 통해 받아 

들여진 후에는 예배 시에 소개 된다. 그들에 대한 공적 환영의 일부분으로, 그들이 세례에 했던 서약을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의 예배와 생활과 치리 및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경우에, 모든 예배자들이 세례 언약을 재확인함이 바람직하다. 

W-4.0205: 갱신과 새로운 결단 Renewal and Fresh Commitment 

신앙인들의 삶과 회중의 삶 속에는 각성 awakening, 갱신 renewal, 혹은 결단 commitment 을 위한 특별한 기회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세례 언약의 재확인을 통하여 적절히 축하된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 및 성령의 역사함 stirrings 을 사람들이 당회와 

나누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공중 예배에서 인정과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W-4.03: 섬김을 위한 파송 Commissioning for Service 

W-4.0301: 크리스천 섬김의 행위들 Acts of Christian Service 



세례로 각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의 부름을 받으며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와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특정한 섬김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 교회 안에서 교사, 이사 trustee, 음악가, 혹은 위원회 위원들로; 

교회를 대신하여 지역 커뮤니티 사역을 위하여; 전체 교회로서 교단 및 에큐메니칼 공의회 섬김을 통하여; 교회 밖으로 복음 

전파, 긍휼, 정의와 평화, 그리고 피조물을 돌보는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 등이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들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이나 파송의 행위로서 주님의 날 예배에서 적절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다른 예배의 

모습에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W-4.04: 안수, 위임, 그리고 파송 Ordination,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W-4.0401: 사역으로의 부름 Called to ministry 

세례 안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의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은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회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내신다. 그렇게 함으로서 하나님 온 백성들의 사역이 번성할 수 있게 하신다. 

안수식에서 교회는 교회의 초청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기도와 안수로 구별하여 집사와 사역 장로와 교역 장로†로 

섬기게 한다. 위임식에서 교회는 (이전에)안수 받은 집사, 사역 장로, 및 교역 장로†, 그리고 이제 사역을 섬기도록 새로이 부름 

받은 자들을 기도로 구별한다. 파송식에서 교회는 교회 안의 다른 형태의 사역, 즉 제한된 목회적 섬김을 위해 파송 받는 

사역장로, 유자격 certified 기독교 교육사,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섬김을 위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한다.  

W-4.0402: 예배를 위한 설정 Setting for the Service 

안수, 위임, 혹은 파송 예식은 주님의 날 예배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거행될 수 있다. 안수, 위임, 그리고 파송 예식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의 선포와 주의 만찬을 포함하는 특별 

예배에서 거행될 수도 있다. 교역 장로†의 안수 및/혹은 위임식은 노회의 충분한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거행되어야 한다. 

W-4.0403: 예배 순서 Order of Worship 

안수, 위임, 혹은 파송 예배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그분을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설교 후에, 적절한 공의회 의장(혹은 지정된 자)은 안수, 위임, 혹은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 하게 될 

사역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안수, 위임, 혹은 파송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반 앞에 모인다. 적절한 공의회 의장(혹은 

지정된 자)은 그들에게 헌법에 관한 질문을 한다(W-4.0404 를 보라). 사역 장로는 교회에게 상응하는 질문을 한다. 모든 

질문들이 긍정적으로 답해졌을 때, 안수 받을 사람들은 안수와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는다. (노회 전권 

위원회가 목사의 안수식에서 손을 얹는다; 전권 위원회 의장이 다른 교역 장로†들과 사역 장로들이 함께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당회원들은 사역 장로 및 집사 안수식에서 손을 얹는다; 당회가 다른 사역 장로들 및 교역 장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안수식은 각 직분에 대해 오직 한 번만 행해지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다.) 전에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위임 기도를 받기 위해 가능하다면 교인들과 함께 일어설 것이다. 이 일 후에, 의장은 안수, 위임, 혹은 파송에 대한 

선포를 할 것이다. 당회나 노회 회원들은 새로이 안수, 위임, 혹은 파송 된 사람들을 환영한다. 교역 장로†를 위한 위임식의 

경우에는, 교역 장로†와 교회에게 사역 및 상호간 관계에 충실할 것을 권면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 교역 장로†가 안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을 때는 그 예배에서 거행되는 주의 만찬을 그 교역 장로†가 집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교역 장로†는 

또한 예배 끝부분에 축도를 할 수 있다. 사역 장로나 집사가 안수나 위임을 받을 때는, 그들 중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예배 

끝부분에 회중에게 위탁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4.0404: 헌법 질문 Constitutional Questions 

안수, 위임, 혹은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 속한 공의회 의장은 그들로 하여금 회중을 향하여 서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a.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시인하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b.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고,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며,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c. 당신은 장로교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지도 받겠습니까?  



d. 당신은 성경의 권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 받겠습니까? 

e.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f.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해 힘쓰겠습니까? 

g.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합니까? 

h. 당신의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겠습니까?  

i. (1) (사역장로에게) 당신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보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사역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당신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2) (집사에게) 당신은 박애정신을 가르치고, 관심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돕도록 

하며, 당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충성된 집사가 되겠습니까?  

(3) (교역 장로†에게)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며, 주의 백성을 돌보는 충실한 

교역장로(목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4) (특정한 목회적 섬김을 위해 파송 받는 사역장로에게) 당신은 복음 선포로 사람들을 섬기며, 믿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을 돌보며, 당신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충실한 평신도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5) (유자격 certified 기독교 교육사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며, 목회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충실한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가 되겠습니까? 

사역 장로나 집사의 위임식에서: 피택된 사람(들)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후, 사역 장로 한 명이 피택된 사역 

장로들 및/또는 집사들과 함께 회중을 향해 서서 다음의 질문들을 회중에게 해야 한다: 

a.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본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이 

선택하신[이름들 ]을 사역 장로들 혹은 집사들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합니까?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위한 위임식에서: 위임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후에는 

사역 장로 한 명이 피택된 (부)목사와 함께 회중을 향해 서서 회중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해야 한다:  

a.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본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름]을 우리의 (부)목사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그녀]를 격려하고 

[그/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그녀]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합니까? 

c. [그/그녀]가 우리 가운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그녀]에게 적절한 사례를 지급하며, [그/그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로 약속합니까? 곤경 속에서 [그/그녀]와 함께 서며 [그/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합니까? 

[그/그녀]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그녀]의 목회적 돌봄을 환영하고, [그/그녀]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섬기기 위해 힘쓰는 동안에 [그/그녀]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W-4.05: 변화 인식 Marking Transitions 

W-4.0501: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God’s Constant Grace 

세례 안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 절기, 시련, 그리고 축하의 계절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지속적인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증을 받는다. 사역에 있어서의 전환을 위한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증거해 주며, 

예배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감사, 지지, 혹은 관심을 표현하도록 허락한다.  



W-4.0502: 떠나는 교인들 Departing Members 

떠나는 교인들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날 예배 상황 속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이나 혹은 보냄의 행위로 적절히 

일어난다. 이 예배에는 떠나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가 포함될 수 있다. 

W-4.0503: 섬김의 종결 Conclusion of Service 

특정한 사람들—집사, 사역 장로, 혹은 교역 장로†와 같이 직제 사역을 통해 섬겼든지, 혹은 특정한 제자도의 역할을 

감당했든지, 혹은 교회나 지역 사회나 세상을 위해 다른 형태로 섬겼든지—의 은사들과 소명에 감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 

온 섬김의 종결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정 예식은 주님의 날 예배의 상황 속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이나 파송의 행위로, 또는 다른 예배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예배에는 사역을 종결하는 자들을 위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가 포함된다. 또한 의미 있는 다른 영예나 업적들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배 가운데 축하를 

받을 수 있다.  

W-4.0504: 견책과 회복 Censure and Restoration 

교회는 교회의 복지 및 하나님 은혜의 구속과 화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표현으로서 규율을 

관리한다. 견책과 회복의 형식들은 규례서 권징조례에 나와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와 목회적 관심 속에서 해당 공동체나 

교회 공의회 내의 예배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W-4.06: 혼인 언약 The Covenant of Marriage 

이 섹션의 언어는 221 회 총회(2014)에서 통과되었고 노회의 과반수 찬성을 또한 받았다. 새로운 소개 문장(“세례 

안에서……”)이 추가됨은 제안된 수정본의 제 4 장 다른 섹션들과 일관성을 이루고자 함이다.   

W-4.0601: 크리스천 혼인 Christian Marriage 

세례 안에서,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으로 주장되어있다. 혼인은 온 인간 가족의 복지를 위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혼인은 두 사람—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이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독특한 서약과 관련한다.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희생적 사랑은 그들이 교회와 더 큰 공동체에 속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유지한다. 시민법에서 혼인은 혼인한 커플이 사회 속에서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 주는 하나의 

계약이다. 개혁 전통에서 혼인은 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실제적 당사자가 되시고, 신앙 공동체는 그 언약을 

공적으로 증거하고 인정한다. 

W-4.0602: 혼인 준비 Preparing for Marriage 

만약 그들이 혼인 할 의사가 있는 시민 관할권의 요건을 충족 시키면, 커플은 혼인 계약서를 기록하는 시민 관할권의 

권한이 주어진(필수는 아님) 에이전트의 역할인 미국 장로교 교역 장로†에 의해 집례 되는 기독교 혼례를 요청할 수 있다. 

기독교 혼인 예식을 요청하는 커플은 그 커플의 요청에 동의하는 교역 장로†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역 장로†는 

그 커플이 혼인 언약의 본질과 그 언약의 가치에 따라 함께 살겠다는 서약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이 

설 때에만 그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결정을 할 때, 교역 장로†는 혼인 예식을 위해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한을 가진 당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W-4.0603: 예배 순서 Order of Worship 

혼인 예식은 교역 장로†의 지시와 당회의 감독 하에 이 언약과 개혁 전통 예배 형태에 합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W-2.03). 혼인 예식에서 커플은 상호 약속을 교환하며, 교역 장로†는 커플이 서로 주고 받는 약속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연합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 신앙 공동체는 그 커플이 서로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 

서약한다; 교역 장로†는 그 커플을 위해, 그들을 지지하는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W-4.0604: 시민 계약에 의한 혼인 인정 Recognizing Civil Marriage 

시민 계약에 의한 혼인을 인정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확증해주는 예배는 커플이 요청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의식은 커플이 관할 부서의 법에 따라 이미 혼인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발표를 제외하고는 혼인 예식과 유사할 것이다.  

W-4.0605: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Nothing Shall Compel 



교역 장로†나 당회가 분별의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혼인 예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교역 장로†에게 그 예식을 집례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되며, 또한 

당회에게 교회 건물의 사용을 인가해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W-4.07: 죽음과 부활 Death and Resurrection 

W-4.0701: 부활 증거 Witness to the Resurrection 

세례 안에서, 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우리는 기독교 장례식을 세례의 완성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눈물과 기쁨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소망을 확증한다. 우리는 홀로 비통해 하는 대신에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W-4.0702: 장례식 방침 Policies for Funerals 

당회는 누군가 죽었을 경우에 거행할 수 있는 예식에 대해 전반적인 방침을 세워 놓고, 소박하고, 위엄이 있으며, 선한 

청지기직을 표현해주며,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 주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달해 주는 장례식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W-4.0703: 예식을 위한 설정 Setting for the Service 

부활을 증거하는 예식은 공동체의 신앙, 생활, 그리고 소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평상시의 예배 장소에서 가장 적절하게 

거행된다. 이 예식을 평상시의 예배 장소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때, 가정이나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장지와 같은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이 예식은 어느 날이나 거행될 수 있으며, 당회의 승인이 있으면 주님의 날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예식은 몸을 매장하기 전이나 혹은 후에 거행될 수 있다. 이 예식은 진행되는 교회의 교역 

장로†의 지시에 따라 거행된다. 교역 장로†의 재량에 따라 이 예식의 진행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W-4.0704: 예배 순서 Order of Worship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죽을 때, 고인의 몸은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의학적 목적을 위해 기증하거나, 혹은 책임 있고 

경건한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보통, 죽은 자의 가족과 공동체 회원들과 교회의 목사(들)가 고인의 몸이 처분되는 곳까지 

동반하여 기도, 축복, 및 기타 예배 순서를 진행한다. 

고인의 몸을 처분하는 장소까지 동반하는 일부분으로서, 혹은 이러한 동반을 하기 전이나 이후의 다른 시간에 더 

온전한 full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식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는 부활과 산 소망을 

증거한다. 예배자들은 부활과 영생과 성도가 서로 교통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찬송가와 시편과 영적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다. 치유 및 화해를 위한 기회로서 고백과 용서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선포한다. 믿음의 확증이 따라올 수 있다. 기도를 드린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복음의 약속과, 

죽으신 분의 생애와 간증과, 성령님의 위로와,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슬퍼하는 자들과, 

유족들을 돌보는 자들과, 상실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중보 한다. 이러한 상실의 시기에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요청한다. (만약 성찬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기도문으로 끝맺는다. 당회의 승인을 받아 성찬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예식은 고인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위탁하고, 고인의 몸을 처분하는 장소에 맡기며, 또한 축도로서 조객들을 

보내면서 종결된다. 

관 혹은 납골은 관보로 덮어 놓을 수 있으며, 이것은 세례 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나타내 주는 상징이다. 예식은 

세례반에서 시작할 수 있다. 부활절 paschal 촛불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관례라면, 그것을 관 근처에 놓을 수 있다. 음악은 

관심을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고, 교회의 신앙을 표현해 준다. 꽃과 다른 장식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니는 고결함과 

단순함을 반영해 준다. 이 예식은 믿음의 공동체와 문화적 상황에 보편적인 다른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행위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형제 fraternal 의례, 공민 civic 의례, 혹은 

군장 military 의례는 별도로 거행되어야 한다.  

제 5 장: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Worship and Christian Life 

W-5.01: 예배와 개인의 삶 Worship and Personal Life 

W-5.0101: 개인적 삶 Personal Life 



우리는 공동 예배와 섬김을 통해, 그리고 개인의 예배 행위와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개인의 삶과 

공동 예배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리스천 예배에서 흘러나오며, 우리는 거기에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삶을 봉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매일의 기도 훈련과, 제자로서의 다른 훈련들, 가정 예배, 그리고 크리스천의 소명 및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 형성되고 성령님에 의해 능력이 부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 

W-5.0102: 일상 생활 속의 기도 Prayer in Daily Life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매일 직면하는 도전들로 말미암아 매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통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conscious 대화; 세심한 기대 속에서의 침묵; 성경 묵상; 예식서, 묵상집, 및 시각 예술품의 사용; 노래, 춤, 

노동, 혹은 신체 운동 등이다. 개인적 신앙 훈련을 위해 매일 기도에 대한 교회의 패턴(W-5.0202)을 사용할 수 있다. 기도는 

또한 공동 증언 및 항거, 긍휼을 베푸는 행위, 그리고 다른 형태의 훈련된 섬김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기도는 임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영감 및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위해 성령의 은사들과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기도는 평생 연마해야 cultivate 할 훈련이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 

W-5.0103: 제자도의 다른 관행들 Other Practices of Discipleship 

우리는 제자도의 다른 관행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안식일 지키기, 성경공부, 묵상과 행동, 금식과 잔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 이러한 모든 관행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예배와 쉼과 갱신을 위한 시간이다. 교회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혹은 일요일)에 공중 예배를 위해 

모임으로서 이 명령을 준수해 왔다. 주 중 첫 날인 이 날은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형성해 준다. 따라서 주일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이며, 섬김과 증언과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쉼과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이다.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 중 안식일 Sabbath 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도록 장려해야 한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위한 의미와 방향과 위로와 도전을 발견한다. 성경과 관련된 

규칙적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말씀 읽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주석 연구, 중요 구절 암송,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등이다. 우리는 성경 속의 다양한 책들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항상 성령님의 조명 및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의지해야 한다.  

금식과 잔치는 슬픔과 축하를 표현하는 고대적 방식들이다. 교회력의 축일과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의 

사건들에 중점을 두는 금식과 잔치의 리듬들을 제공해 준다. 세계와 나라와 공동체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한 감사와 슬픔과 회개 혹은 항거를 위한 행위들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을 다하는 훈련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응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고, 관대하고, 환대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고, 피조물을 돌보며 살라는 부름을 

받았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을 보이는 기초적인 관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우리의 물질, 영적 은사들,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W-5.0104: 가정 예배 Household Worship 

우리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히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가정 예배를 위한 기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안식일 준수 및 매일 기도의 리듬; 성경 읽기, 

연구, 혹은 암송; 식사 전 기도; 찬송, 시편, 영적인 노래 부르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표현들이 있다. 

가정과 식구들이 이러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준비시키도록 회중을 격려한다. 



가정 예배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정해진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대림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과 같은 교회력의 절기들은 가정 예배를 위해 그 

이상의 형식과 의미를 제공해 준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생일, 세례 받은 날, 그리고 기타 의미 있는 기념일들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자연의 주기, 시민 의식 civic observance,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추해 

보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나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예배하게 

된다. 자녀들은 노래와 기도를 함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경청하고 말함으로써, 교리문답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눔으로써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할 수 있다.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날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W-5.0105: 그리스도인의 소명 Christian Vocation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세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일할 때와 놀 때, 우리의 생각과 행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관계 및 공적 관계들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는다. 그러한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개혁 전통에서 특별히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과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돌려야 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일, 그리고 증언은 분리될 수 없다. 

W-5.02: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사역 Worship and the Church’s Ministry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W-5.0201: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사역 The Church’s Ministry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하나님은 상호적 사랑과 섬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신다. 교회의 사역과 예배는 깊은 연관이 

있다; 사실 예배가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 나오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우리가 믿음 공동체를 위한 축하와 염려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교회의 사역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의 리듬, 기독교 교육 및 목회적 돌봄의 사역, 교회 공의회들의 활동, 그리고 교인들의 여러 

다른 모임들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쓴다. 교회 사역들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육성되며, 끊임없는 

기도의 영성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W-5.0202: 매일 기도 Services of Daily Prayer 

예수님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신다. 매일 기도는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그러한 예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시편을 노래하거나 기도하기; 성경 읽기; 감사와 중보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침 등이다. 매일 기도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아침, 정오, 저녁, 하루의 끝 시간)에 드리거나, 일상의 요구와 개인 및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패턴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런 예배는 교회 공의회, 회중, 소 그룹 모임, 가정, 혹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개체 교회에서 할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예배는 교회의 그 어느 누구도 인도할 수 있다.  

W-5.0203: 기독교 교육 Christian Education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며, 삶의 모든 계절과 변화들을 통과하는 동안 서로를 

인도하고 양육하게 하신다. 특별히 교회는 교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크리스천의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교인들의 양육을 위한 교회의 기본적인 표준과 자료는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해주는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이다.  

교인들의 양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주님의 날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과 행위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일어나는 교인들의 성장 과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연구와 묵상을 

위해 특별히 풍성한 자원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교육 활동들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교육 사역은 교회가 교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세례의 약속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회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감독에 대해, 장로들과 집사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모든 교인들의 제자 훈련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교역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통해,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기도의 은사를 통해,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양육에 기여한다. 훈련 받은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교인들의 양육과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에 기여할 수 있다. 당회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은사가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준비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당회는 또한 부모들 및 어린이들의 신앙을 양육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을 지원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교회 학교 모임들은 노래, 기도, 말씀 듣기를 포함한 예배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임들은 또한 헌신 및 봉사를 위한 

기회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의 예배는 온 교인들과 더불어 참석하는 주님의 날 예배를 대체하지 못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양육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른 기회들을 제공한다: 신학교 교육 및 계속 교육; 특별한 주제의 

워크샵; 음악 프로그램 및 연습; 선교 및 프로그램 해석; 위원회, 이사회, 공의회 모임; 수련회, 캠프, 및 컨퍼런스 등이다. 

W-5.0204: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지속하게 하라고 교회를 부르사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스트레스와 힘든 시기에 지원하고, 그리고 권고와 용서와 화해를 제공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의지하면서 교인들이 위험과 죽음, 질병과 상실, 위기와 축하, 싸움과 죄의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힘쓴다. 특별히, 이러한 사역들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인쳐주는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으로부터 흘러나오며 또한 그것에 의해 양육된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회적 돌봄을 위한 기초이며 상황이다. 교인들은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배 자료들을 사용한다. 즉, 말씀의 은혜와 도전, 성례전의 은총과 성례전을 통한 초청, 기도 시에 경험하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능력, 신앙 공동체의 교제와 위로를 함께 나눈다. 그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취하여 가정, 병원, 이웃, 학교, 및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나눈다.  

모든 교인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고, 약한 자를 지원하며, 또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은 목회적 돌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다. 사역 장로들, 집사들, 교역 장로†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할 특정한 

책임을 맡고 있다. 특별한 은사들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 목회 상담이나 채플린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상담과 돌봄을 받기 위해 다른 자격 및 인증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의뢰될 수도 있다.  

전인적 건강 wholeness 을 위한 예배가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로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구하거나 치유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전인적 건강을 위한 예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약속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의 선포가 포함된다. 기도는 안수 및 기름 부음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조심스럽게 소개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치유는 인간의 기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주의 만찬이 말씀을 통해 선포된 전인적 건강의 약속을 인치는 적절한 방법이다. 전인적 

건강을 위한 예배는 당회의 허락을 받고 교역 장로†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사역 장로와 집사와 기도의 은사를 지닌 다른 

사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는 정기적으로, 즉 특별 행사나 또는 주님의 날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용납 및 화해의 예배에서는 죄와 고통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한 예배는 깨어진 

관계들과 죄로 가득 찬 사회 구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예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평화 및 화해의 적절한 표시들과 더불어 고백과 용서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포함되고, 기도와 감사의 표현과 헌신을 다짐하는 순서들이 포함될 수 있다.   

W-5.0205: 교회 공의회 Councils of the Church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신 mind 을 추구하도록 초청하신다. 미국 장로교 교인들은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모임들을 통해 공의회들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한다. 이러한 공의회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서의 증언과 이 예배 모범의 원리들에 따른 것이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들은 정기적 

말씀 선포와 성만찬 거행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공의회들의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맺는다. 공의회들은 또한 

분별과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중보기도와 간구를 위한 다른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W-5.0206: 기타 모임 Other Gatherings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기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기도록 초청하신다. 주중 어느 시간에라도 교회 건물이나, 교인들의 집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언약 

그룹 및 기타 다른 모임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다음과 같은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양육을 위한 기회;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개인적인 이야기들, 축하할 일들 및 염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공동 과제, 식사, 교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기회; 증거와 섬김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기회 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배움과 예배와 섬김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수련회 장소, 캠프장, 그리고 집회 장소에서 모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들에서 하는 예배는 해당 공의회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성경과 신앙 고백서, 그리고 본 예배 모범의 

원칙들에 의해 안내를 받는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배 순서들은 매일 기도 예배 순서, 주님의 날 예배, 또는 이 예배 모범에 

설명된 다른 예배 순서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은 그 행사를 감독하는 공의회나, 주의 만찬이 거행되는 

지역의 공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그룹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증언한다. 그러한 

예배들은 교단적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한 모임들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 교역 장로†들은 그들의 참여가 성례전에 대한 개혁 신앙의 이해와 일치한다면 그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종교 간 interfaith 모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언한다. 그러한 모임들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실증해 보이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다. 타 종교 간 행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관행에 대한 자율성, 고결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반면, 자신들의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반영해야 한다. 

W-5.03: 예배 및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 Worship and the Church’s Mission in the World 

W-5.0301: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 The Church’s Mission in the World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내신다. 예수님의 

선교와 교회의 예배는 깊은 연관이 있다. 교회의 선교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실제와 약속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교회의 선교는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예배로 다시 흘러 

들어온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선교를 담당하며 복음 선포, 긍휼 사역,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 그리고 피조물을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려 한다. 교회의 선교는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양육되며,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로 

살아감을 나타낸다. 

W-5.0302: 복음 전도 Evangelism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의 선포;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라고 초청;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소개하는 일 등이다. 

주님의 날 예배 시에,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재 헌신하는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주님의 날 예배에서는 세례 받을 준비를 하며, 세례에서 결단했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초청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들이 받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일에 함께 하도록 초청하는 일을 위해 또한 준비시킨다.  

복음 전도를 위한 특별 예배는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배의 핵심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생명과,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분의 초대를 강조하는 말씀의 선포이다. 이러한 

말씀 선포의 행위는 기도로 둘려 쌓인다.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신앙 공동체의 양육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날 예배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다.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례의 재확인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새로운 

결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W-5.0303: 긍휼 Compassion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어 긍휼을 베풀게 하신다: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를 방문하며, 

포로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노숙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한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행해진 이러한 긍휼 사역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필요에 빨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응답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고통을 영속화시키는 시스템들에 직면하여 도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개체 교회의 증언과 옹호적 사역을 통해, 큰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리고 인간 복지를 위해 일하는 다른 기관들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에 

참여한다.  

주님의 날 예배 시에, 말씀을 통해 긍휼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선포되고 성례전을 통해 제정된다. 우리는 

억압 구조에 우리가 공모했음을 고백하고,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감수하겠다고 맹세한다.  

W-5.0304: 정의와 평화 Justice and Peace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 정의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힘을 행사하기; 개인 및 공공 사업을 

정직하게 처리하기;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기; 이 땅의 낯선 자를 환영하기,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기;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억압과 폭력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증언하기; 그리고 개인, 그룹들, 및 

사람들에게 가해진 잘못들을 시정하기 등이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보내 다음과 같은 곳에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신다: 

보편적 교회 안에서, 교단 내에서, 지역 교회 수준에서; 나라들과 종교 혹은 민족 그룹들이 서로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학교, 직장, 이웃, 및 가정에서 등이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위에 세워지며,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 혹은 

변호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주님의 날 예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고, 받고, 또한 실천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선물들을 나누고자 하는 

감동을 받는다. 세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지금도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 적개심이라는 분열의 벽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불의한 시스템에 참여한 것을 고백하고, 

폭력과 불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드려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헌신한다. 

W-5.0305: 피조물을 돌봄 Care of Creation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내사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유익과 영광을 보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피조물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돌보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땅, 물, 및 공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두려움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돌보기; 지구의 자원들을 약탈, 오염, 혹은 파괴함이 없이 지혜롭게 사용하기; 생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방식들로 기술을 사용하기; 모든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하기; 

생산과 재생에 관한 책임 있는 실천들을 촉진시키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아름다움, 질서, 건강, 조화, 및 

평화를 추구하기 등이다. 

주님의 날 예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서 우리가 피조물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해 감사; 지구를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음을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갱신에 대한 약속을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피조물에 대하여 선한 청지기들로 살겠다고 다짐함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성실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종이 사용, 성례전 시에 필요한 요소들, 예배 공간의 건축, 및 기타 다른 자원들을 포함한 예배를 위한 

자료들을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W-5.04: 예배 및 하나님의 통치 Worship and the Reign of God 

W-5.0401: 하나님의 통치 The Reign of God 



교회는 예배와 섬김 속에서 현재의 실재 및 미래의 약속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표식이다. 교회의 

활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활동들은 단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일 따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그 통치가 곧 충만함과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려 한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빌 2:10-11).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 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