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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개요  
 

 
1. 저자와 쓰여진 시기: 로마의 첫 감금생활에서 풀려나온 후에 바울이 전도활동을 계속하던 

약 A.D. 62-64 년 사이에 쓴 편지로 보고 있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 편지의 배경: 바울은 첫 감금에서 풀려난 후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에 대처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3). 

바울은 직접 그곳에 방문하기를 바라면서 방문이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디모데]가 알게 하려”고 (디모데전서 3:15) 이 편지를 

적는다고 합니다.  
 
3. 디모데: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디모데를 만났고,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1).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같이, 디모데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5). 디모데는 믿는 사람들에게 호평 받는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16:2),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과 사역에 디모데를 합류 시켰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를 혼자 그곳에 보내기도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3:2),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적고 

있을 때 디모데는 혼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마음이 여린 

사람인 듯 하지만 (디모데전서 4:12, 고린도전서  16:10, 11),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봉사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칭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 19-22).  
 
4. 에베소: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영토 내에서 부유한 도시로, 현재 터키 서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신 아데미 (Artemis)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 차 전도 

여행중에 에베소에서 3 년 정도 머무르면서 사역하였는데, 사도행전 19 장에서 보듯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내는 등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 (사도행전 20:31)하였다고 했습니다.   
 



 

 
 
5. 구성: 
 

1) 인사 (1:1-2) 

2) 거짓 교훈을 경고하다 (1:3-20)  

3) 기도와 예배에 대한 가르침 (2:1-15)  

4) 감독과 집사의 자격 (3: 1-13) 

5) 편지의 목적 (3:14-16)  

6) 거짓 교사 (4:1-5)  

7)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4:6-16)  

8) 신도를 대하는 태도 (5:1-6:2)  

9) 거짓 교훈과 참 부요 (6:3-10)  

10) 믿음의 선한 싸움 (6:11-19) 

11) 맺는 인사 (6:20-21) 
 
 
 

2: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6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6:15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