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ll 2015 Worship and Sacraments Exam 
 

Section I: 개혁예식의  전통  
 

당신은 제 5장로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청년부 수양회에서 몇 명이 결혼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aul: 결혼은 성례전이지요, 맞습니까?  

Bertha: 결혼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기에 함께 사는 것 아닌가요? 

Ken: 저의 아내 캐런과 저는 아이를 갖기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인지요?  

필수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부분을 답할 시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앙고백서와	  예배규례서에	  근거하여	  개혁신앙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결혼의 	  
목적과 	  본질을	  논하시오.	  위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이슈	  중에	  적어도	  (1)가지	  
이상을	  다루어야	  하며	  신앙고백서에서	  적어도	  (3)개의	  다른	  문서를	  인용(예:	  
0.000)하여	  답하여야	  합니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은	  반드시	  문단	  번호	  (예:W-‐
0.0000)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2. 필수	  응답 1번에	  근거하여	  시나리오에	  있는	  이슈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을	  
다루는	  내용의	  결혼예배	  기도문을	  작성하시오.	  	  	  

  



 

Section II: 예배의  구조  신학적  반영  
 

안젤라는 당신이 목회하는 회중의 선교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당회원입니다. 당회에서 
그녀는 선교위원회가 권하는 사항을 전달하며 오는 주일예배시 세계 난민문제를 다룰 
것을 예고합니다. 위원회는 비데오, 팸플렛, 주보 카버등 많은 자료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그 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Cesar: 예배에서 이러한 이슈를 다루어도 되는가요? 오히려 난민문제에 집중하는 
저녁식사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요?  

Julia: 저는 외국인 난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arti: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선교헌금을 더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필수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부분을 답할 시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예배규례서에 근거하여 교회예배와  세상을  향한  선교사역의 관계를 논하시오. 
예배규례서 인용시 단락번호 (예: W-0.0000)를 꼭 기입하세요.   

2. 필수응답 1번 답을 기초하여 선교위원회와 의논할 목적으로 난민이슈를 다루는 
자세한 주일예배 순서를 준비하세요. 이 예배는 개혁신앙이 이해하는 예배와 
당회원들의 관심을 통합하는 예배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Section III: 목회의  적용  
 
당신이 목회하는 회중의 예배위원회 모임에서 어떤 위원이 말하기를 성만찬이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오로지 포도주를 사용하는 신앙전통에서 성장하였는데 
포도주스의 단내 나는 냄새가 방해가 된다고 전합니다. 그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교인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하며 교회가 포도주스 대신 포도주로 바꿀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왜 이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하지 않고 또한 큰 성찬 컵을 사용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필수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부분을 답할 시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위 상황에서 발생한 (3)가지 이상의 이슈를 밝히고 예배규례서에 근거하여 
개혁신앙의 성만찬  집례의 이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예배규례서의 모든 
인용구는 문단 번호(예: W-0.0000)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2. 필수응답	  1번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한	  예배위원에게	  적절한	  목회적	  그리고	  
문화적	  접근으로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