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ter 2016 Worship and Sacraments Exam 예배와 성례전 시험 
 

Section I: Reformed Liturgical Heritage 개혁신앙의 예전적 유산 

You are the pastor of Mount Olivet Presbyterian Church. After Sunday morning’s 
communion service you are called into the kitchen where a group of elders and deacons are 
discussing what should or should not be done with the elements left after the service. 

당신은 마운트 올리벳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주일아침 성만찬예배 후 장로들과 

집사들이 예배에서 남은 성찬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는 부얶으로 불려갑니다.   

Mary: Pastor is the only person who can eat the communion leftovers. 성만찬에서 

남은것은 목사님만 드실 수 있지요. 

David: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the elements, and we can take the left over bread 

and throw it out for the birds. 성찬예물은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것은 새들에게 먹이로 던져 주어도 됩니다. 

Ann: The elements represent the body of Christ and should be kept on the altar at all 

times. 성찬요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있기에 제단에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Paul: What else are we going to do with them? Let’s finish them right now. I’m hungry!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배가 고프니 지금 먹어 버립시다! 

The group turns to you as the pastor for guidance. 사람들은 당신에게 목사로서 지도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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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은 1200 단어로 제한합니다.) 

1. Using The Book of Confessions and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presence of Christ in the 
Lord’s S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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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cite the paragraph number (e.g., W-

0.0000). 신앙고백서의 안내와 예배규례서에 근거하여 성만찬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혁신앙의 이해를 논하시오. 당신의 논리를 적어도 한(1) 개 



이상의 인용구(예: 0.000)를 세(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앙고백서에서 사용하시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은 인용구의 번호(예: W-0.0000)를 반듯이 기입하시오. 

2.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write an essay that responds to 
the views expressed by the elders and deacon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communion elements following worship. 필수 응답 1 에 근거하여 예배 후 성만찬 

예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장로들과 집사들의 생각에 응답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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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the pastor of Hope Presbyterian Church. Over the past year several adults have 
begun to attend worship regularly and have asked about becoming members. During the 
conversation you learn that they have not been baptized. The congregation has not had an 

occasion to celebrate an adult baptism for many years. 당신은 소망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몇 명의 성인들이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새신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아직 세례를 받지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회중은 오랫동안 

성인세례를 베푼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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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섹션의 응답은 1200 단어로 제한합니다.) 

1.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baptism, giv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ptism of adults and the baptism of infants.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cite the paragraph number (e.g., W-0.0000). 예배규례서에 

근거하여 성인세례와 유아세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개혁신앙이 이해하는 세례를 

논하시오. 예배규례서에서의 모든 인용은 인용구 (예: W-0.0000)를 반듯이 

기입하여야 합니다.   

2.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describe the preparation you will 
arrange for these candidates for their baptism and the ways you will prepare the 

congregation for the baptisms. 필수 응답 1 번에 근거하여 세례입후보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킬것인지와 회중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준비시킬것인지 설명하시오.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적용 

You are moderating a session meeting at First Presbyterian Church where you have been 
recently called and installed as pastor. As the elders discuss the preparations for the 

upcoming Advent and Christmas seasons, the following comments are made: 당신은 

최근에 목회자로 위임받은 제일장로교회의 당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준비하며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의논을 합니다:  

John: We always gather for an evening candlelight service on Christmas Eve, and we 
never gather on Christmas Day. Christmas Day is Sunday this year, but we 

should keep our tradition.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항상 촛불예배로 모였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한 번도 모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Sung: Aren’t we supposed to have a worship service on every Sunday though? I 
learned that the believers in the Book of Acts observed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day of resurrection. 하지만 우리는 매 주일에 예배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날, 매 주 첫째 날에 믿는자들이 예배함을 

배웠습니다.   

Sandra: As long as we set aside one day in a week for worship, isn’t that good enough? 

한 주일에 적어도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정하면 충분한것 아닙니까?  

Carlos: Why don’t we start the candlelight service at 11:30 p.m. this year? That way 
worship begins on Christmas Eve and ends on Christmas Day. Would that 

satisfy everyone? 금년에는 촛불예배를 저녁 11:30 분에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이브로 시작하고 성탄일로 예배를 마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요?   

REQUIRED RESPONSES 필수응답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이 
항목의 전체 답변은 1200 단어로 제한합니다. ) 

1.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ways in which the Lord’s Day worship is shaped by the 
seasons of the church year.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cite 

the paragraph number (e.g., W-0.0000). 예배규례서에 근거하여 교회력으로 형성된 

주일예배를 개혁신앙의 이해로 논하시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은 인용구의 

출처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 W-0.0000) 

2.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prepare a study guide to engage 
the session in a discussion about worship through the seasons of the church year. 



Include a recommendation to the session about whether or not the congregation 
will worship on the Lord’s Day even when Christmas Day falls on a Sunday. 

필수응답 1 번에 근거하여 교회력의 절기를 지키는 예배에 관하여 당회가 토론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준비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