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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7.디도서 1:10-16 

 

거짓 선생에 대하여 (1:10-16) 

Against False Teachers 

 

(10-11)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파 (those of the circumcision)  

1. 관계: 분란을 일으킴 

a. 지도자와의 관계 

1) 불순종, not subject to rule, insubordinate 

2) 지도자의 신앙과 권위에 도전 

b.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 

1) 헛된 말을 하는 자, empty or idle talker  

2) 속이는 자, deceiver or self-deceiving 

2. 목적: 더러운(disgraceful, shameful, dishonest) 이득을 취함 

a.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침 

b.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림  

3. 대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circumcision) 

1. 할례의 기원: 언약  

창세기 17:1-14 

2. 난해 구절 (모세를 죽이시려는 여호와) 

출애굽기 4:24-26 (모세, 십보라, 게르솜, 엘리에셀)   

3. 율법으로 제정 

레위기 12:3 “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 예수님의 할례와 이름 (누가복음 2:21)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5.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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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지자가 전하는 할례의 의미 

예레미아 4:1-4 

7. 내적인 유대인 = 마음과 영의 할례 

로마서 2:25-29 

8. 아브라함: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조상 

로마서 4:1-12 

9.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침례) 

골로새서 2:8-12 

10. 초대교회에 시작된 다툼과 논쟁  

행 15:1-11 

11.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갈라디아서 2:1-5 

12. 결론 (갈라디아서 5:1-12) 

 

(12)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 항상 거짓말쟁이 (마음)  진실성 

2. 악한 짐승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동 

3.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자신과의 관계)  무절제 

 

(13-14)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 이 증언이 참되도다.  

2.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3.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함  

a. 믿음이 온전(sound or healthy)하게 되어야 함 

b. 오염되지 않은 진리를 소유한 신앙 

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a. 디모데전서 1:3-4  

b. 디모데전서 4:7 

c. 디모데후서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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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 

a.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 (to turn away from or turn one’s back on, 사이비, 이단) 

b.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 (율법, 상식을 초월한 요구)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a. 고린도전서 6:12  

b. 고린도전서 10:23-24  

2. 더럽고(corrupted, defiled, stained) 믿지 아니하는(faithless, unbelieving)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a. 마음 = 생각, 관점, 마음의 자세 

b. 양심 = 기준과 정상, 도덕적인 잣대 

 

(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a. 믿음과 실천 (고백과 행동) 

b. 산 믿음 vs. 죽은 믿음 

c. 율법주의자들은 판단과 정죄에만 능하고 돕지 않는다. (마귀의 사역)  

d. 정죄받은 사람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 놓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2. 가증한 자요 (detestable, abhorrent)  

 역겨운, 혐오스러운 

3.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4.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disqualified, worthless) 

 

온전한 신앙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