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배 모 범]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01,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논하시오. (제1장)  
Discuss the reason and the importance of the sanctification of the Lord's Day.  
 

02, 주일을 지키는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What is the appropriate attitude for the sanctification of the Lord's Day? 
 

03,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ould the worshippers do before the time appointed for public worship begins? 
 

04, 예배 시간에 가져야 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right attitude during the time of the public worship? 
 

05, 예배 시간 중에 성도가 조심해야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behavior the worshippers should keep from during the time of the public worship? 
 

06,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Who ought to perform the public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during the public worhsip? 
 

07, 찬송은 어떤 가사를 사용해야 합니까? 
What should be reflected in psalms and hymns sung in the church and in the family? 
 

08, 찬송을 할 때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당합니까? 
What is the appropriate attitude in singing the praise of God?  
 

09, 공식 기도에 빼지 말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What should be included in public prayer? 
 

10, 강도(설교)한 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What should prayer after the sermon generally include?  
 

11, 강도(설교)자는 그 언어가 어떠해야 합니까? 
What kind of language preachers must use? 
 

12, 강도(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preaching? 
 

13, 공식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public worship? 
 

14, 공식 예배에 있어서 강도(설교)의 길이는 어떠해야 합니까? 
How long should preaching be in the public worship? 
 

15, 교회 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unday school program? 
 

16, 교회에서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하시오. 
Explain whether prayer meetings can be held without any supervision of the church session.  



17, 기도회는 어떤 분이 인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Who is suitable to lead prayer meetings? 
 

18, 기도회는 어떻게 인도해야 합니까? 
What should be included in a prayer meeting? 
 

19, 자녀가 세례(유아 세례)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부모가 데리고 와야 합니까? 
Should the child to be baptized be presented by one or both parents?  
 

20, 성찬 예식의 절차를 설명하시오. 
Explain the order of the Lord's Supper.  
 

21, 성찬 예식에서 분병과 분잔에 어떤 사람이 수종들 수 있습니까?  
Who can assist in distributing the bread and the cup? 
 

22,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Who should not be admitted to the Lord's Supper? 
 

23, 혼례(결혼)는 누가 세우신 예법입니까? 
Who establishe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24,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 시에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What are some things to be careful about when conducting the funeral for one who died without faith in 

Christ? 
 

25, 가정 예배에는 누가 참여하여야 합니까? 
Who should attend family worship? 
 

26, 교회의 회원이나 직원이 죄를 범했을 때에 치리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How should the judicatory proceed when any member of the church have been guilty of a fault deserving 

censure?  
 

27, 수찬 정지를 당한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be kept with the excommunicatio 
 

28, 책벌을 받은 자가 언제 해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en can an offender be restored?  
 

29, 헌금은 어느 시간에 하는 것입니까? 
When should the offering be taken up?  
 

30, 헌금의 감독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Who oversees the off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