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ring 2016 Worship and Sacraments Exam 예배와 성례전 시험 
 

Section I: Reformed Liturgical Heritage 개혁신앙의 예전적 유산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활동교인인 조군은 2 년전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사인 

당신은 그가 감옥에 있는동안 목회적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조군은 그의 죄를 

뉘우치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서 

곧 출소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Two years ago Joe, a very active member of the congregation you serve, was convicted of a 
felony. You, as pastor, have maintained a pastoral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out his 
imprisonment. Joe has demonstrated repentance and expressed a sense of having received 
God’s forgiveness and acceptance. He is about to be released from prison and has expressed 
his desire to return to the congregation and become involved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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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앙고백서를 사용하여 개혁신앙에 근거한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해를 서술하시오. 토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서에서 적어도 

세(3)개의 다른 문서를 사용하되 각 문서에서 한(1)개 이상의 인용구 (예:0.000) 

를 기입하시오. 

Using The Book of Confessions,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place of 
repentance and forgiveness in the community of faith. Support your discussion 
with at least one (1) citation (e.g., 0.000) from at least three (3) different documents 
from The Book of Confessions. 

2. 필수응답 1 번에 기초하고 예배모범서를 사용하여 조군이 교회에 돌아오는 첫 

주일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쓰시오. 

예배모범서에 대한 모든 인용구는 문장번호(예: W-0.0000)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Based on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and using the Directory for Worship, 
write an essay that describes possibilities for reflecting God’s grace through worship 
on the first Sunday Joe returns.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cite 
the paragraph number (e.g., W-0.0000). 



 

Section II: Constructive Theological Reflection on Worship 예배에 대한 건설적 

신학사고 

 

당신이 목회자로 있는 교회의 세례문답 공부반에서 개인적인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배너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배너에 표현된 상징들은 번개, 암닭, 우는 사자,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The members of the confirmation class at the church you serve as pastor have prepared 
individual statements of faith. Some of the youth have made banners that display their 
understanding of God. Some of the images presented on their banners are of lightning bolts, 
a hen, a roaring lion, and a pregnant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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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배모범이 제시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기독교예배의 상징에 대한 개혁신학의 

이해를 기술하시오. 예배모범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용구는 문장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예: W-0.0000)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write an essay 
demonstrating a Reformed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symbols in Christian 
worship.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cite the paragraph 
number (e.g., W-0.0000). 

2. 필수응답 1 번에 근거하여 배너에 나타난 상징들을 포함하여 예배에서 사용되는 

상징에 대하여 회중의 이해를 돕는 블로그를 작성하시요. 

Informed by Required Response 1 write a blog that will help the congregation 
understand the use of symbols in worship, including the symbols they will see on 
the banners.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에 대한 적용 

 

당신이 목회하는 회중은 어린이들의 성찬참여를 초등학교 2 학년 이상으로 두고 

성찬준비반의 4 주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만 허락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성찬주일에 첫성찬을 경험합니다. 새교우 가족중 한사람이 지난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일학년 아들이 성찬에 참여하였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현재 시행되는 것이 “장로교 법이 아니라고” 하며 바꿀것을 

주장합니다.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has a tradition of withholding communion from 
children until they are in second grade and have completed a four-week “Communion 
Preparation Class.” They then receive communion for the first time on World Communion 
Sunday. One of the new families in the congregation has come to you wanting to 
understand why their first grade son cannot receive communion since he was allowed to 
do so at their previous congregation. They are requesting that the current practice be 
changed in this regard since it is “not Presbyte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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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s.) 

1. 예배모범서의 안내로 성만찬에 대한 개혁신앙의 이해를 설명하시오. 특별히 

성례전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모든 인용구는 

예배모범의 문장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W-0.0000) 

Guided by the provisions in the Directory for Worship,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Lord’s Supper, giving special attention to who may 
participate in the sacrament.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cite 
the paragraph number (e.g., W-0.0000). 

2. 필수응답 1 번에 근거하여 위의 새교우 가족이 제시한 내용을 다루는 성만찬을 

주제로 가르치는 당회 교육안내서의 상세한 개요를 정리하시오.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write a detailed outline of an 
educational module for the session regarding the Lord’s Supper, which addresses 
the concern raised by the fam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