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er 2016 Theology Exam 
2016 여름, 신학 시험 

Section I: Confessional Heritage 신앙고백의 유산 

Eva is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Her husband, Jacob, who has never 
joined a church, is nearing the end of his life and is in hospice care. When you visit him, he says, 
“Pastor, I want to be saved before I die. Would you baptize me?”  

에바는 당신이 섬기는 회중의 교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제이콥은 한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데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방문하는 당신에게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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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baptism, salv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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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앙에서 이해하는 세례, 구원, 그리고 그 관계를 에세이로 논술 하십시오. 

에세이에서 신앙고백서의 세(3)가지 다른 고백문 중 각 문서에서 한(1)개 이상씩 

인용(예:0.000)하여 논술 하십시오.  

2.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heologically to Jacob with 

appropriate pastoral sensitivity. 필수응답 1 번을 기초로 적절한 목회적 접근으로 

제이콥에게 신학적인 응답을 하십시오. 

 

Section II: Constructive Statement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교의의 신학적 성명 

 
As a teaching elder, you are leading a study on Mark 14, the story of Jesus’ anointing at the 
home of Simon the leper. Someone in the class observes, “I notice that the host’s name is 
‘Simon the leper,’ although, if he had leprosy at the time, wouldn’t he be required to be outside 
the community? He must have been healed, but the title stayed with him.” Several others 

chime in:  목사로서 당신은 마가복음 14 장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수업에서 말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이 나병환자 시몬인데 그가 나병환자라 하면 동네 바깥에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아마도 병이 다 나았지만 별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거듭 얘기합니다: 

Grace:  Isn’t that just the way it is? Once you’ve been associated with something, that’s a 
part of the way people see you. Like it or not, it becomes a part of who you are.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무언가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Samuel: It seems to me that our identity is related to the groups we’re a part of. I wonder if 

Simon felt a sense of identity with others who had leprosy.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속한 그룹과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시몬은 문둥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과 정체성을 함께하지 않았나 합니다. 

Isaac: My sense of identity determines my actions. I wonder how having the name “Simon 

the leper” affected the way Simon lived his life. 나의 정체성은 나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저는 나병환자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그가 어떻게 삶을 살도록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Eaddy: It’s just a name. I think we spend too much time today trying to figure out who we 

are.  We just need to live lif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our choices. 이건 그냥 

이름입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며 우리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다함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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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individual and 
corporate identity. In the essay, use at least two (2) of these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한 개인과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개혁신학의 이해를 논 하십시오. 이 논문에 다음에서 두(2)개 이상의 자료를 

선택하십시오: 성서, 전통적 신학, 현대신학   

 
2.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o two (2) of the class members. 

필수응답 1 번에 기초하여 두(2)명의 수업을 듣는 자들에게 응답하십시오.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적 적용 

You are the pastor of a multi-cultural congregation. The Christian Education Committee meets 
to plan a congregational retreat. The theme suggested is: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Amos 5:24,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The following discussion ensues: 당신은 

다문화회중의 목사입니다. 기독교교육 위원회가 모여 교인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건의된 

주제는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아모스 5:24) 다음과 같은 토의가 진행됩니다:  

Shin Hwa:  Even though our congregation is culturally diverse, we disagree about social issues. 
I’m really worried that this retreat theme would only contribute to division among 

us. 우리교회가 문화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사회적 이슈만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 주제가 우리들 사이를 더 갈라놓게 될 것 같아 

정말 우려됩니다.   

Peter: We shouldn’t be worried; our denomination has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social justice issues. If people don’t like it, they can go somewhere else. 걱정할 

일은 아니라 여깁니다. 우리교단은 언제나 사회정의 이슈에 대하여 앞장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싫다면 다른 곳으로 나가면 됩니다. 

José: Maybe we should simply let issues of justice be handled by other groups separate 
from the church. Isn’t our priority to preach the gospel? Couldn’t our retreat focus 

on something more spiritual? 어쩌면 정의에 대한 이슈들을 교회와 상관없는 

그룹들이 해결하도록 맡기는게 더 좋을지 모르겠네요. 복음을 설교함이 

우리의 우선이 아닐까요? 수련회에서는 좀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Eunice: We’re not really Christians if we don’t fight injustice. Worship doesn’t mean 
anything if we don’t walk the talk. That’s what the prophet Amos meant, isn’t that 

right, Pastor? 정의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아모스의 뜻이 아닌가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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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justice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essay, use at least two (2) of these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Amos 5:24 does not count as one of the required 

resources. 정의와 교회의 선교에 대한 개혁신앙의 이해를 논술 하십시오. 



에세이에서 적어도 두(2)개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성서, 전통신학, 

현대신학. 아모스 5:24 절은 여기 필수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heologically to three (3) issues, 

each raised by different members of the Christian Education committee. 필수응답 

1 번에 기초하여 기독교교육 위원회가 대화한 내용 중 각기 다른 멤버가 제시한 

세(3)가지 이슈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