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ll 2015 Theology Exam 
가을 2015 신학시험 
 

Section I: 개혁  고백의  유산  
 
노회의 예배위원회는 다가 올 노회를 위해 만인성도의 날 (Saints Day)로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 교회 게시판에 들어갈 설명서를 
요청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것’ communio sanctorum (사도신경의 라틴번역 문구)은 
번역하면 "거룩한 자들의 친교" 그리고 "거룩한 사물들의 친교"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석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당신은 개혁전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세기에 걸쳐 
"성도의 교제"를 해석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앙고백서를 찾아본다. 

REQUIRED RESPONSE 필수응답 (이 섹션은 1200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최소 2(두) 개 이상의 개혁신학의 이해로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를  설명하시오. 
각각의 설명에는 최소 1 (한) 곳 이상의 신앙고백서에서 인용 (예, 0,0000)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주보에 들어갈 엣세이를 작성하되 두 가지 개혁신학의 이해로 성도의 교제 
(신앙고백서에서 인용, 포함)를 만인성도의 날 노회 예배에 적절하게 설명하시오.  

 

  



Section II: 기독교  교리의  구조  
 
부목사인 당신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새 교우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 조항인 
신조에 관하여 의견이 나와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Jose: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말할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불가능은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 하시다면 불가능 
한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Sarah: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불가능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부모님으로서 -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말합니다.  

Phil: 
왜 전능하신 어버이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셨어야 합니다. 

Wachira: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 갑니다. 

 

REQUIRED RESPONSES 필수응답 (이 섹션은 1200자 이상 넘지 말아야 합니다.) 

1. 개혁신학의 이해로 하나님의  능력  에 관하여 논술하십시오. 당신이 이해한 
개혁신학의 지식으로 다음의 최소 2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성경구절, 고전신학, 현대 신학 

2. 위 논술을 근거로 어떻게 신학적으로 2 (두) 교우에게 대답 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목회적용 
 
소비주의가 만연한 대강절 기간을 염두하면서 , 기독교 교육 위원회는 다른사람들을 
위하여 구매하는 선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계획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Henry: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이상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만족하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Nancy: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1월에 도착하는 신용카드 고지서입니다. 

Isabella: 
그러나 내가 가족을 사랑 한다는 것을 선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Cathy: 
추수감사절 휴일에 가족과 함께하기보다 쇼핑몰에 가는 것이 사랑인가요? 

소비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공부에 앞서 
블로그 게시판에 글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REQUIRED RESPONSE 필수응답 (이 섹션은 1200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관하여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블로그 
게시판에 기재 할 내용을 작성하되,다음의 최소 2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성경구절, 고전신학, 현대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