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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7.디도서 3:1-15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사 (3:1-15) 

Christian Life and Final Greeting 

 

3:1-2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a. 복종: to be subject to, to rank under 

b. 순종: be obedient  

c. 세상의 법과 정권자를 따르라. (디도서 1:12,13a)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2.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a. 준법정신의 기초 

b. 선한 일의 집 만들기 

3.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디도서 2:2-5) 

4. “다투지 말며” uncontentious, peaceable  

5. “관용하며” considerate, yielding, kind  

6.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humility, courtesy, gentleness 

7. “기억하게 하라” – 현재명령형, 신명기의 주제   

 

3: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1. “우리도 전에는” – 과거의 삶의 모습, 십계명과 율법 

2. “어리석은 자요” unintelligent, without understanding – 영적인 부분  

3.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사회에서의 인간 관계 

4. “속은 자요” led astray, misled  현혹된, 잘못 인도함 받은  스스로 속인 

5.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쾌락)에 종 노릇 한 자요” passion (or lusts) and pleasure 

a. Five Never-Satisfying Elements in Life:  

1. Possessions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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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wer (권세) 

3. Praise (인정) 

4. Position (지위) 

5. Pleasure (쾌락) 

b. 요한일서 2:15-17 

6. “악독(악의)과 투기(질투, 시기)를 일삼은 자요” – 일생을 보낸 자요  

7. “가증스러운 자요” hateful, hated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hating others  

 

3: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1. “구주 하나님” God our Savior 

2.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로마서 2:4-11) 

3. “나타날 때에”  나타내셔서 (새번역, 공동번역)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1. “우리를 구원하시되” 

2.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3.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mercy 

4. “중생의 씻음과” washing of regeneration (or rebirth) 

5.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renewal of the Holy Spirit 

 

3: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예수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분 

 

3: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은혜로 얻은 의로다 하심 

2.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 

 

3: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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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전하는 자의 확신  복음의 신빈성 

2.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선한 일에 힘쓰게 함 

3.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excellent and profitable  

 

3: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 열매없는 토론과 다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2. unprofitable and worthless (or useless) vs. 3:8 “excellent and profitable” 

3. 말 vs. 순종 

4. useless and a waste of time (NLT) 

 

3:10-11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 이단(X)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새번역) 

2. “네가 아는 바와 같이” 

3.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4. “그대도 알다시피 이런 사람은 옳은 길을 이미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으며 스스로를 

단죄(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3:12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 아데마: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와 디도서를 전하기 위해 그레데 섬에 갔음  

전승: 70 명 제자 (누가복음 10:1-16) 중의 한 사람, 루스드라의 감독 

2. 두기고 (사도행전 20:4; 에베소서 6:21; 골로새서 4:7; 디모데후서 4:12) 

바울과 자주 동행한 사역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를 전달했다.  

3. 니고볼리, 그리스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 바울이 겨울을 보낸 곳 

 

3:13-14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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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법교사 세나” – 율법 선생 or 변호사  

2.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a. 구약에 정통한 변증가, 바울의 동역자 

b.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부터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됨 (사도행전 18:24-28) 

c. 사도 바울의 안수 기도를 통해 성령세례를 받음 (사도행전 9:1-7) 

d.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 (고린도전서 1:10-17; 3:1-9) 

3.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a.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 

b. 열매 있는 자의 모습과 좋은 일 

c.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3: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 문안  

2.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