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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도는 자신을 통해서 회심한 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다.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디도서 라고
명명했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다. 그는 고린도교회의 사역에 이어서 (고후 8:6,
16-24)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1) 저자 누구인가? 사도바울
고대 문헌들과 외증을 통하여 바울이 기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목회서신 중에서도 비교적 논쟁이
적다고 할 수 있다.
2) 디도서 기록연대: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부도덕성과 거짓으로
유명하다. 이섬에 대한 바울의 전도는 A.D.64 년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디도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머물게 하여 교회를 정리, 조직케 하고
자신은 니고볼리로 떠났다. 바울이 니고볼리에 도착하기 전 마게도냐에서 디도데전서를 기록할 때
디도서도 같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디도서 수신인: 디도.
4) 저작 연대: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 66 년 경에 기록 (67 년 순교)
III. 디도서의 기본 구성
(1) 인사(1:1-4)
(2) 그레데에 있는 디도의 의무(1:5-2:16)
a. 장로의 필요성(1:5)
b. 장로의 자격(1:5-9)
c.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1:10-16)
d. 바른 교훈과 복음에 대한 권면(2:1-16)
(3) 성도의 사회 생활에 대한 권면(3:1-11)
a. 국가에 대한 태도(3:1)
b. 일반 생활에 대한 태도(3:2-11)
(4)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3:12-15)
IV. 저작 배경과 동기 및 목적
1) 저작의 동기와 목적
본 서의 1 차적인 목적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감독이 되어 목회를 하고 있은 디도에게 바울이 보장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본 서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다루었으며, 또 교회 내의 여러 집단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훈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첫째로 디도를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오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율법학자인 세나
(Zena)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어 그레데 교회에 영적인 궁핍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고, 셋째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2) 내용
본 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의 보호와 전파를 언급한
부분(딛 1,2 장)과, 둘째는 올바른 교리의 실천과 성도의 바른 사회 생활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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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딛 3 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인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와 유사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목회를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Ⅴ. 디도서의 주제 (Prominent Subjects)
1)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공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인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선한 행실을 수반하는 것이다.
2) 옳바른 지도자의 선택 여부는 교회 전체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자라야 한다.
3)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
4)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VI. 디도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 교회의 생활 지침 Conduct Manual for Church Living
2) 핵심 절 : 2:14; 3:8
3) 핵심 장 : 제 2 장
VII.디도서의 특징
본 서에 언급된 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딛 1:6-8)이나 교회의 여러 그룹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딛 2:110) 등은 디모데전서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십자가'나 '십자가에 못박는다'라는 말은 본 서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전 1:18 ; 고후 13:4 ;
갈 6:12 ; 엡 12:16 ; 빌 2:8 ; 골 1:20). 이것은 곧 본 서가 신앙의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면인 선한 생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다.(딛 1:6 ; 딛 2:7 ; 딛 3:1,8,14).
한편 본 서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대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선택(딛 1:1), 영생(딛 1:2 ; 딛 3:7), 그리스도의 메시야성과 신성(딛 1:3,4 ; 딛 2:13), 영감(딛 2:5),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보편성(딛 2:11), 그리스도의 대속과 재림(딛 2:13,14),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딛 3:4,5), 성령의
사역과 칭의 그리고 상속권(딛 3:5,7) 등이다. 따라서 본 서에는 성도에게 맡겨진 복음의 교리와 경건한
생활의 중요성, 즉 은혜(grace)와 성도의 선행(good works)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요한 단어들과 개념들을 보면
1)

기독교의 핵심진리가 증거됨
a. 하나님의 선택
b. 구원의 보편성
c. 영생
d. 그리스도의 신성
e. 재림
f. 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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