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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4.디도서 2:1-8 

 

교회(가정)의 질서 (2:1-8) 

Household in Order  

 

2: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1. 1:11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2. “오직 너는”  그들과 다르게  

3.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a. “speak what is fitting to the sound doctrine/teaching” 

b. 바른 교훈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  경험 나누기  

4.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해석과 적용 (선생, 목회자) 

5. critical thinking and application = 비판적 사고와 적용 (제자, 교인)  

 

2: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1. “늙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연장자, 노인, 어르신, older man, aged man 

a. 나이와 기질 vs. 성격과 성품 

b. 나이와 신앙의 성숙    

c. 외면과 내면의 세계 

2. “절제하며,” sober, clear-headed, self-controlled 

a. 삶을 지배하는 중독이나 습관이 없는 

b. 술, 도박, 인터넷(동영상, 게임) 

c. “제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란 뜻 

3. “경건하며,” 존중받을 만하며, worthy of respect, dignified, honorable 

a. “Respect is earned and not demanded.”  

b. 한국인의 정서 

4. “신중하며,” 현명하며, 합당하며, sensible, prudent, self-controlled, to live wisely (NLT) 

a. 1:8 = 감독의 조건 

b. 2:3 = 나이 많은 여자 “이와 같이”에 포함 

c. 2:5 = 젊은 여자  

d. 2:6 = 젊은 남자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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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번: 지도자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5.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a. 온전하게 하고 (be sound, correct or healthy)  

1) 동사: 현재 진행형 분사, present active participle  

2) 관리와 성숙, to manage and nurture  교회와 영적인 교제 

b. 순서: 믿음  사랑  인내함  

c. 인내함, steadfastness, endurance, patience, perseverance 

 견고함, 지구력, 끈기, 일관성  

d. 데살로니가전서 1:2-4 

 

2: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1.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들은 

2.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reverent in behavior, 행동이 공경할 만하며  

3. “모함하지 말며”  malicious gossip  

4.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문화, 중독 

5.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언행에 허물이 없는 것이 전제 조건 

 

2:4-5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신앙과 인생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  

2.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3. “신중하며 순전하며”  

a. “순전하며,”  순결한, 정숙한, pure, chaste  

b. sensible and chaste  현명하고 정숙한 모습 

c. self-controlled and pure  절제하며 거룩한 모습  

d. 성적인 순결함   

4.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a. 가사 (시대의 변화)  

b. “선하며”  영어: kind (가족에 대한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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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od, fitting, capable, useful, satisfactory for one's (its) purpose, beneficial 

2) (in a moral sense) upright, just; kind, generous; clear (of conscience); perfect 

c. 잠언 31:10-31현숙한 여인, 능력자  

5.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a. 복종(순종)이 쉽지 않다. (죄성)  

b. 에베소서 5:22-35 

6.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a. 비방하다, blaspheme (신성모독하다), speak against God, slander, insult 

b. 가정의 중요성  가정 교회, 가정의 관계  

 

2: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2:4-5 “젊은 남자들을 교훈하되, 그 아내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7-8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a. 모든 일에 먼저 본을 보이라. 

b. 지도자의 조건  선한 일 

c. 고백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2.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a. 부패하지 않은 교훈, purity in doctrine or teaching 

b. 단정함, integrity, respect 

c. 흠이 없는 말   

3.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a. 2:5과 같은 이유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b. 대적하는 자  할례당, 이교도들  

c. 이중인격자, 위선자 

4.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신빈성이 있는 전도이고 선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