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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5.디도서 1:1-4 

인사말 1:1~4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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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님: qeo,j, God, god  

a. theology (신학) 

monotheism (유일신론), polytheism (다신론), theocracy (신정주의)  

b. 하나님: 하나 + 신 = 유일신 (개신교) 

하느님: 하늘 + 신 = 아무 신 (천주교, 캐톨릭, 공동번역) 

c. ְיֹהָוה  =ionado + יהוה  

1) 여호와  Jehovah (영어 발음) = 예수  Jesus  

2) 야훼  Yahweh (히브리어 발음) = 여호수아  Joshua 

d.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God  아도나이(주) 엘로힘 

e. 하나님의 이름들  

1) 여호와 이레(Yahweh Yireh) – 준비하시는 여호와  

2) 여호와 닛시(Yahweh Nissi) –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3) 여호와 살롬(Yahweh Shalom) – 평강의 여호와  

4) 여호와 사바오트(Yahweh Sabbaoth) – 만군의 여호와  

5) 여호와 마카데쉠(Yahweh Maccaddeshem) –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6) 여호와 라아(Yahweh Raah) –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7) 여호와 치드케누(Yahweh Tsidkenu) – 의가 되시는 여호와  

8) 여호와 엘 게몰라(Yahweh El Gemola) – 보복하시는 여호와  

9) 여호와 나케(Yahweh Nakeh) – 치시는 여호와 

10) 여호와 삼마(Yahweh Shamma) – 거기 계신 여호와 

11) 여호와 라파(Yahweh Rapha) – 치료하시는 여호와  

12) 여호와 엘로힘(Yahweh Elohim) – 전능하신 여호와  

13) 엘로힘(Elohim) – 전능하신 하나님 

14) 엘 엘리온(El Elyon) – 지극히 높으신 분 

15) 엘 로이(El Roi) – 감찰하시는 전능자 

16) 엘샤다이 (El Shaddai) –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17) 엘 올람(El Olam) – 영원하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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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엘 엘로헤 이스라엘 (El Elohe Israel) – 이스라엘의 하나님 

19) 임마누엘(Emmanuel) – 함께하시는 하나님 

20) 크리스토스(Christos) –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21) 퀴리오스(Kurios) – 주님, 주인, 아도나이  

22) 소테르(Soter) – 구원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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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의:  

1) 남의 집에 딸려 대대로 그 집에서 천한 일을 하던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얽매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3)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 

4) 어떠한 물건이나 생각, 일 따위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몰두하여 다른 

것을 돌보지 않는 사람 

b. 예언: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야 

1) 이사야 42:1~4  종  

 인용) 마태복음 12:17~21 

2) 이사야 49:5~6  종 

3) 이사야 53:11(1~17)  고난받는 종 

c.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1) 마태복음 20:25~28  섬기는 자, 종 (마가복음 10:42~45) 

2) 누가복음 22:26~27  섬기는 자 

4) 요한복음 13:1~17: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PP) 

d.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1) 빌립보서 2:6~11: 종의 형체 

e.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 부름 

1) 로마서 1:1  

2) 빌립보서 1:1 

f. 다른 제자들이 스스로를 종이라 부름 

1) 야고보서 1:1 

2) 베드로후서 1:1 

3) 유다서 1:1 

4) 요한계시록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