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er 2016 Worship & Sacraments Exam 
2016 여름, 예배와 성례전 시험 

Section I: Reformed Liturgical Heritage 개혁예전의 유산 

 
You are the pastor of a congregation in a community in which the demographics are rapidly 
changing. At a meeting of the Evangelism Committee the following conversation takes place. 

당신은 주민의 인종이 급격히 변하는 지역에 위치한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전도위원회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Dan:  There are many unchurched people in our neighborhood. We need to have a special 

worship service that invites them to be part of our church. 우리 이웃에는 

교회에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교회로 초청하기 위하여 

특별예배가 필요합니다. 

Faith: Our church is a missional church and we need to worship where people are at in 

their lives, even if we may need to go outside of our “comfort zone.”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비록 우리의 “편안한 공간”을 벗어날 지라도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Rebecca: We need worship that reflects the cultural diversity in our neighborhood. 우리는 

우리 이웃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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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Using The Book of Confessions and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evangelism and worship. Support 
your discussion with citations (e.g., 0.000) from at least three (3) different documents in 
The Book of Confessions.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W-0.0000). 신앙고백서와 예배규례서의 안내로 개혁신앙이 이해하는 

전도와 예배를 설명하십시오. 당신의 논쟁을 신앙고백서에서 적어도 세(3)곳 

이상의 고백문에서 인용(예, 0.000)하여 답하십시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문은 

반듯이 인용된 번호(예: W-0.0000)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2.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and using the Directory for Worship, 

discuss three (3) different ways an invitation to discipleship could be incorporated into 



worship.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W-

0.0000). 필수응답 1 번에 기초하고 예배규례서를 사용하여 예배에서 제자도의 

초청을 하는 세 (3)가지 방법을 설명하시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구는 

출처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 W-0.0000) 

Section II: Constructive Theological Reflection on Worship 예배에 대한 신학적 사고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you serve has died, and the family has requested that the 
service be held in the local nature preserve. You learn that they are of Native American heritage 
and have a connection to that particular preserve. As you discuss arrangements, you also learn 
that they would like to have native drums and dance incorporated into the service. The local 
funeral director and the preserve superintendent have both agreed to the setting.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자연보존 지역에서 

장례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미국인디언들이고 그 보존지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례절차를 의논하면서 그들은 인디언 드럼과 춤을 

예배에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역 장의사와 자연보존 책임자 모두 그리하기로 

동의한 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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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worship on the occasion of death.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W-0.0000). 예배규례서에 기초하여 

장례예배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를 논하시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은 

인용구를 밝혀야 합니다 (예 W-0.0000). 

 
2.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design a funeral service for this 

family. This should be a complete service. Include scripture references, titles of hymns, 

and wording of prayers. (The text of a sermon is not required.) 필수응답 1 에 

근거하여 이 가족을 위한 장례예배를 디자인 하십시오. 여기에는 성경인용, 

찬송가 제목, 그리고 기도문 (설교본문은 생략해도 됨)을 포함한 전체예배를 

말합니다.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적 적용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has an active Children’s Worship Program which takes 
place in the education hall during regular Sunday worship. Sandy approaches you one Sunday 
and says, “Pastor, my daughters are now in second and third grade. They still take part in 
Children’s Worship but that means they never get to receive communion. Is there a way they 
can leave Children’s Worship early and come to the sanctuary so we can have communion 
together as a family?” Standing near you is Christy, the Children’s Choir Director, who 
immediately says, “No, that’s impossible. The second half of the Children’s Worship Program is 
our time to rehearse. The kids can’t miss out on that.”  

당신이 목회하는 회중은 평상시 주일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를 교육관에서 따로 

드립니다. 샌디는 어느 주일날 당신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목사님, 제 딸들은 2 학년과 

3 학년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출석하고 있기에 성만찬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 주일학교 예배를 일찍 마치고 본당에 와 가족과 함께 성만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신 옆에 있던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인 크리스티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안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주일학교 예배의 후반부는 어린이 

성가대 연습시간으로서 빠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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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응답 (이 섹션에 응답은 1,200 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discuss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worship,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acraments.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W-0.0000). 예배규례서의 안내로 

어린이들의 예배참여, 특히 성례전에 관하여 논술 하십시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은 반듯이 인용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예. W-0.0000) 

 
2.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with pastoral sensitivity to 

both Sandy and Christy. 필수 응답 1 번에 근거하여 샌디와 크리스티에게 목회적 

접근으로 반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