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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31.디도서 2:9-15 

 

노예와 복음 (2:9-15) 

Slavery and the Gospel 

 

2:9-10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 “종들은” –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1:1)  

a.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사람 

1) 노예: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 

2) 종: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대대로 그 집에서 천한 일을 하던 사람 

b. 출애굽기 20:1-2 십계명  

c. 디모데전서 6:1-2  

2.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a. “상전들에게” – 주인, 소유주, masters 

b.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 be submissive in all things  

c.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기쁘게 하고 논쟁이나 말싸움을 하지말고  

3.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a. 창세기 39:7-9 

b. 누가복음 16:1-13: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4.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a. 골로새서 3:22-25 

b. 노예제도 = 사회제도  

c. 오늘날도 노예제도가 존재하나? 

d.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e.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anarchist)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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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2: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 “우리를 양육하시되”- instruct, train, teach, discipline, correct 

 성경 읽기, 공부, 설교, 제자 훈련의 중요성  

2.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a. “경건하지 않은 것” 

b. “이 세상 정욕을” 

c. “다 버리고” deny, refuse (거부하고), disown (버리고), renounce (포기, 단념하고) 

3.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 “복스러운 소망과” 

 행복한 소망 (기대) 

2.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3.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a. 나타남: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남  

b. 요한복음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님은” 

 대속 

2.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 = 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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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용서와 자유 

4.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a.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선한 일 

b.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 

c.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5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 “너는 이것을 말(선포)하고 권면(간구)하며 책망(꾸짖어)하여” 

a. 교회 공동체의 기능  배우고 변화받아 선한 삶을 사는 곳   

b.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2. “모든 권위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a. 권위 (명령, command, order) 

b.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권위의 출처 (예수님과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