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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개요 
(Introduction to TITUS) 

 
1. 저자: 사도 바울. 디도서 1 장 1-4 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고 적고 있다. 

 

2. 디도서의 대상,  씌여진 시기, 장소: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놓고 

왔다고 합니다(1 장 5 절). 그래서 이 서신서는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으로 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에서 사역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따르면, 디도서는 사도행전이 적힌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연금생활에서 풀려나서 사역하는 동안,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붙잡히기 이전에 

적은 서신이라고 추정되며 작성 연도는 대략 63-65 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디도서가 적힌 

장소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저술 목적: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디도서 1 장 10-16 절, 

3 장 9-11 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가르침들이 엿보입니다. 1 장 10, 

14 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할례-10 절,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 – 14 절), 그런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올바른 크리스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 장 1-

10 절, 3 장 1-3 절). 

 

4. 살펴보아야 할 점들:  

A.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로 알려진 서신입니다. 이들 

목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들의 자격 요건과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문제에 대한 조언들을 주고 있습니다. 

B. 디도서 1 장 5 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목적이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6 절에서는 장로의 자격 요건들이 

언급되고, 7 절 – 9 절에는 감독의 자격 요건들이 언급됩니다. 디모데 전서 3 장 

1 절에서 7 절에도 감독의 자격요건들이 언급이 되는데, 디모데전서의 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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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들과 디도서의 장로의 요건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장로와 감독, 

목사의 직분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면에서는 하나의 직분이지만 

주된 역할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것으로 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며 필요를 돌보아 주는 목자의 역할을, 장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혜와 경험으로 이끄는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독은 교회를 신학적으로, 

행정적으로 감독하여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교회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침례교 신학총서에서 인용). 침례교회에 장로가 없는 이유가 

됩니다. 

C.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1 장 16 절에서 제시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D.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을 마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여러 그룹들; 나이 많은 

남자 (2:1-2), 나이 많은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 (2:3-5), 젊은 남자들 (2:6-8), 

종들과 (2:9-10) 같은 교회 안의 여러 그룹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E. 3 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챤의 선한 모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 장 3 절에서 세상사람들의 7 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 말씀하고, 

이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8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한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F. 디도서는 목회 서신서 답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좋습니다. 2 장 11-14 절, 3 장 4–7 절. 특히 3 장 4-

7 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계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듭나게 씻어주심,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해 주심, 성령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부어주심.  그리고 7 절에서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G. 3 장의 마지막 인사 부분에 다른 서신서에는 언급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3 장 12 절의 아데마와 14 절의 율법교사 세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