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ring 2016 Theology Exam  
2016 년 봄, 신학시험 

Section I: Reformed Confessional Heritage  개혁신앙고백의 유산 

During a session meeting of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there is a discussion 
about receiving new members. You point out the “Ministry of Members” in the Book of 
Order and read the opening paragraph to the session. 

Membership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a joy and a privilege. It is also a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Christ’s mission. A faithful member bears witness to God’s love and grace and 
promises to be involved responsibly in the ministry of Christ’s Church. (G-1.0304) 

당신이 목회자로 있는 회중의 당회에서 새교우의 교인가입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규례서에서 “교인들의 목회”와 관련된 항목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기쁨이고 특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신실한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는 약속을 한다.” (G-1.0304)  

 

The following comments are heard from session members. 다음과 같은 대화가 

당회원들간에 나누어집니다.  

Mark: That’s all well and good on paper, but it’s just not the way it is in the world 

today.  People are too busy for all of that. 문서상으로는 훌륭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오늘날 세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Beth: I agree. We can’t ask that much of people. I think church is meant to refresh and 

rejuvenate us and not to make unrealistic demands on us. 옳습니다. 교인들에게 

요청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젊어지게 

하는 곳이지 현실적이지 않은것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Sarah: For me, church became important when I had children. It helps teach good morals 

to my kids so they can be good people. 제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을 때에 

교회는 중요하였지요. 저의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도덕을 가르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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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rite an essay on a Reformed understanding of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rist’s 
mission. I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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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선교에 기독인의 참여에 대한 개혁신앙의 이해를 에세이로 논하시오. 

논술에 신앙고백서에 있는 적어도 (3)개 이상의 문서에서 각 (1)개 이상의 인용구 

(예:0.000)를 사용하여 토론 하시오 

2. Building on the essay, describe how you would respond to two (2) of the session 
members. 

작성된 에세이를 기초로 두(2)명의 당회원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Section II: Constructive Statement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교의론 

 

As part of an adult education class at St. Margaret Presbyterian Church, you are leading a 
discussion of The Confession of 1967. This coming week you will discuss the following 
passage: 

God’s reconciling act in Jesus Christ is a mystery which the Scriptures describe in 
various ways. It is called the sacrifice of a lamb, a shepherd’s life given for his sheep, 
atonement by a priest; again it is ransom of a slave, payment of a debt, vicarious 
satisfaction of a legal penalty, and victory over the powers of evil. These are 
expressions of a truth which remains beyond the reach of all theory in the depths of 
God’s love for man. They reveal the gravity, cost, and sure achievement of God’s 
reconciling work (9.09). 

You decide to start the discussion by presenting some theories of the atonement, reflecting 
on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당신은 성마가렛 장로교회의 성인성경공부 시간에 1967 년 신앙고백을 가르칩니다. 

오는 주일에는 다음의 고백을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는 신비함으로서 성서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설명한다. 이는 희생양으로, 양을 위한 목자의 삶으로, 제사장의 

속죄, 노예가 몸값을 치루고 자유인이 됨, 빚을 탕감함, 범죄를 대신하여 

받는 대속물, 그리고 악의 힘을 이기는 승리 등이다. 이는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서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화해적 사역의 중량과, 비용, 그리고 성취감을 

드러내고 있다. (9.09)    

당신은 몇 개의 속죄론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의 장단점을 다루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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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an essay discussing at least three (3) theories of the atonement from a Reformed 
perspective, assess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In the essay, use at least two 
(2) of the following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Any reference to contemporary theology must be in addition to The Confession 
of 1967, 9.09. 

개혁신앙의 시각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의 속죄 이론을 다루며 각 이론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시오. 에세이에는 다음의 항목에서 적어도 두(2)개의 자료를 

사용하시오: 성서, 전통신학, 현대신학.  현대신학에 대한 인용구를 사용할 시 1967 년 

신앙고백 9.09 항목외에 추가인용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 적용 

 

As pastor, you notice that attendance at the Board of Deacons meetings has declined since 
Karen was elected moderator. You discover that the other deacons don’t attend because 
Karen carries out most of their tasks herself. When you bring this to her attention, she 
replies, “The other deacons have such busy lives. I am just trying to be a good servant 
leader. Didn’t Jesus say we ar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캐런이 집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로 집사회 출석이 줄고 있음을 목회자인 당신은 

보게됩니다. 그 이유는 집사회의 많은 과제들을 캐런이 직접 해결하고 있기에 다른 

집사들이 출석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갖고 그녀와 대화하니 그녀의 

대답은, “다른 집사들은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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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servant leadership, using 
at least two (2) of these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1.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개혁신앙의 이해를 돕는 에세이를 작성하되 적어도 

두(2)개 이상의 자료를 다음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성서, 전통신학, 현대신학. 

 

2. Building on your essay, describe how you would respond theologically to Karen, 
with appropriate pastoral sensitivity. 

에세이를 기초하여 캐런에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응답할 것인지 적절한 목회적 

감성으로 접근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