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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2.디도서 1:1a-2 

 

인사말 1:1~4 (Greetings) 

 

1a)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1. 하나님: qeo,j (Greek, 헬라어), God, god  

a. ְיֹהָוה  =ionado + יהוה  

1) 여호와  Jehovah 

2) 야훼  Yahweh  

b.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주(히브리어: 아도나이) 

c. 하나님의 이름  

2. 종(노예): dou/loj, servant, minister, 노예(slave) 

 

3. 예수 그리스도 VIhsou/j Cristo,j  

a. 예수: “하나님은 구원” 

b.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부음 받은(anointed) 히브리어?  

c. Son of Man (인자) 예수님의 인성과 예언  

다니엘 7:9-14, 13 절 

사도행전 7:54-60, 56 절 

요한계시록 1:9-20, 13 절 

요한계시록 14:6-16 

d.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e. 성육신 (Incarnation) 

요한복음 1:1-18, 14 절 

요한일서 1:1-4, 1-2 절 

Pre-incarnation of Jesus Christ  

창세기 3:8 “they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walking”  

창세기 15:1-6 (여호와의 말씀)  

 1 절: 환상(이상, 개역한글) 중에 임하여 

 4 절: 그에게 임하여  

 6 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창세기 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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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도신경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한다.  

g. C. S. Lewis: 무신론자로 영국에서 철학교수였고 최고 지식인 중의 한 명이었다.    

“I am trying here to prevent anyone saying the really foolish thing that people 

often say about Him: I’m ready to accept Jesus as a great moral teacher, but I 

don’t accept his claim to be God. That is the one thing we must not say. A man 

who was merely a man and said the sort of things Jesus said would not be a great 

moral teacher. He would either be a lunatic—on the level with the man who says 

he is a poached egg—or else he would be the Devil of Hell. You must make your 

choice. Either this man was, and is, the Son of God, or else a madman or 

something worse. You can shut him up for a fool, you can spit at him and kill him 

as a demon or you can fall at his feet and call him Lord and God, but let us not 

come with any patronizing nonsense about his being a great human teacher. He 

has not left that open to us. He did not intend to.” from “Mere Christianity”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 훌륭한 선생님이나 성자셨나? 아니면 주와 하나님이신가?  

 

4. 사도 (apostle, 헬라어: avpo,stoloj  보냄을 받은) 

요한복음 20:19-21 

 

5. 바울 (헬라어: Pau/loj; Paul) 

사도행전 13:9(6-12)에서 처음 사용 “바울(헬라어)이라고 하는 사울(히브리어)이” 

 

6. “바울,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7. 하나님의 종 =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결론: 

1. 나는 누구인가?  

2. 부르심과 보내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