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ter 2016 Theology Exam 신학시험 
 

Section I: Reformed Confessional Heritage 개혁신앙고백서의 유산 

The Board of Deacons has asked you, as pastor, to lead the welcoming devotion for the 
congregation’s annual community service day. They have chosen the theme, “Faith without 
works is dead,” based on James 2:26. This reminds you of a quote from Dietrich Bonhoeffer: 
“There is no faith without good works, and no good works apart from faith” (The Cost of 
Discipleship). 집사회는 목회자인 당신에게 회중의 연중행사인 봉사의날 경건회를 

인도하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정한 주제는 야고보서 2:26 의 내용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믿음”입니다. 이 내용은 디히트리 본회퍼의 “선한 일없이 믿음도 없고, 

믿음에서 떠난 선한 일도 없다”는 인용구(제자도의 대가)를 기억나게 합니다.  

REQUIRED RESPONSE (Total response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이 항목의 
답변은 1200 단어로 제한합니다.) 

Write a devotion reflect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of faith and 
good works. In the devotion, identify and discuss at least one (1) citation (e.g., 0.000) from 
each of three (3) different documents in The Book of Confessions. Be sure to discuss both 
issues: 1) there is no faith without good works and 2) there are no good works apart from 

faith. 믿음과 선한일의 관계성을 개혁신앙의 이해가 반영된 내용으로 경건회를 

작성하시오. 경건회 내용에는 적어도 한(1) 개 이상의 인용구(예: 0.000)를 세(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앙고백서에서 사용하시오. 여기에 1)선한 일이 없이 믿음도 없음, 그리고 

2)믿음에서 떠난 선한 일도 없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II: Constructive Statement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교의의 건설적인 

성명서 

Dan,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talks to you after Sunday worship. 

당신이 목회하는 회중의 교인인 댄은 주일 예배 후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Pastor, I think I need to have a talk with you about forgiveness. When we pray the 
Lord’s Prayer, I feel so uncomfortable with saying,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There are some people I should forgive, but I don’t 
know if I can. If I can’t forgive them, do you think that means that God won’t forgive 

me? 목사님, 용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를 기도할때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용서하여야 할 사람들이 몇 있는데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You make an appointment to meet with Dan the following week. 당신은 오는 주중에 댄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REQUIRED RESPONSES 필수 응답(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이 
항목의 답변을 1200 자로 제한합니다.) 

1. Write an essay on a Reformed understanding of forgiveness, using at least two (2) 
of the following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If Scripture passages are used, they must be in addition to Matthew 6:9-13 

and Luke 11:2-4. 개혁신앙이 이해하는 용서를 논하시오. 다음에서 두 (2)개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세요: 성서, 전통적 신학, 현대신학. 만약 성서가 인용될 시 마태 6:9-

13 과 누가 11:2-4 을 제외한 추가본문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2. Building on your essay, respond to Dan’s concerns about God’s forgiveness of us and 

our forgiveness of others. 작성된 에세이에 기초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용서하여야 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댄교우의 관심사에 응답하시오.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적 적용 

The session of the congregation where you serve as pastor is discussing a proposal to start 
a new health and wellness ministry that includes an exercise program and healthful eating 

classes. The following discussion takes place: 당신이 목회하는 회중의 당회는 건강과 

웰빙에 관한 새로운 목회를 추진함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요식을 다루는 수업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Lisa: What a great idea. Summer’s right around the corner, and people want to look 

good in their swimsuits. 뛰어난 아이디어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사람들은 

수영복차림에 신경쓸겁니다.  

George: I think it is crazy. Just because it is what people want doesn’t mean we should 

do it. We need to focus on saving souls, not toning bodies. 내생각엔 

미친짓입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해서는 안되지요. 우리는 오로지 

영혼구원에 집중하여야지 근육질에 신경쓰면 안됩니다.  

Maria: But the Bible says 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Taking care of our 

bod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 Christian does.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히 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Frank: My dad smokes, is fifty pounds over-weight, and never exercises. But he is one 

of the most Christian people I know. 제 아버지께서는 담배도 피우시고 

정상에서 50 파운드나 추가된  몸무게를 갖고 계시지만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진실한 기독인 중의 한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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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의 답변은 1200 단어로 제한합니다.) 

1. Write an essay discussing stewardship of our bodie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using at least two (2) of the following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우리 몸의 청지기에 관한 에세이를 개혁신앙의 시각으로 

다음의 두(2)가지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세요: 성서, 전통 신학, 현대신학 

2. Building on your essay, describe how you would respond theologically to three (3) 

of the session members. 에세이에 근거하여 당회원 세(3)명에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반응할 지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