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God’s Elect)



18일 월요일: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죄로 의논하고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9일 화요일: 
예수님이 로마 총독의 공관 뜰 안
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로마 군인
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
습니다.



20일 수요일: 
예수님은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
다.



21일 목요일: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우에서 아래
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22일 금요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
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해가 진 토요일 저녁
에 향료를 샀습니다. 



23일 토요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I.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1-4).



(딛 1:1, 새번역)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
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
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Ti 1:1, ESV) Paul,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for the sake 
of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1.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딛 1:1, 새번역)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
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
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Ti 1:1, ESV) Paul,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for the sake 
of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딛 1:4, 새번역) 나는, 같은 믿음을 따
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
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Ti 1:4, ESV) To Titus, my true child in 
a common faith: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Savior.



2.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두 번째 사명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딛 1:1, 새번역)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
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
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Ti 1:1, ESV) Paul,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for the sake 
of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딤후 3:5, 새번역)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
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2Tm 3:5, ESV) having the 
appearance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Avoid such 
people.



(딤후 3:7, 새번역) 늘 배우기는 하지
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2Tm 3:7, ESV) always learning and 
never able to arrive at a knowledge 
of the truth.



(요 8:32, 새번역) 그리고 너희는 진리
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
유롭게 할 것이다.

(Jn 8:32, ESV)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3.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세 번째 사명은,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 9:27, 새번역)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
이 있습니다.

(Heb 9:27, ESV) And just as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and 
after that comes judgment,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요 17:3, 새번역) 영생은 오직 한 분
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
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입니다.

(Jn 17:3, ESV)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엡 2:1, 새번역) 여러분도 전에는 허
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Eph 2:1, ESV) And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딛 1:2, 새번역)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Ti 1:2, ESV)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never lies, 
promised before the ages began



(딛 1:3,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
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
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
다.

(Ti 1:3, ESV) and at the proper time 
manifested in his word through the 
preaching with which I have been 
entrusted by the command of God our 
Savior;



(딛 1:4, 새번역) 나는, 같은 믿음을 따
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
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Ti 1:4, ESV) To Titus, my true child in 
a common faith: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Savior.



(딛 1:5, 새번역) 내가 그대를 크레타
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
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
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Ti 1:5, ESV) This is why I left you in 
Crete, so that you might put what 
remained into order,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행 20:17, 새번역) 바울이 밀레도에
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
로들을 불렀다.

(Ac 20:17, ESV) Now from Miletus 
he sent to Ephesus and called the 
elders of the church to come to 
him.



(행 20:28, 새번역)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
이 여러분을 양 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
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
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Ac 20:28, ESV)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in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to care for the church of God, which he 
obtained with his own blood.



II.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
기로 세워져가는 사람들입니다
(5-9).



(엡 4:11, 새번역)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
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Eph 4:11, ESV) And he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shepherds and 
teachers,



(엡 4:12, 새번역) 그것은 성도들을 준
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ph 4:12, ESV)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엡 4:13, 새번역)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
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
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Eph 4:13, ESV)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mature manhood,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딛 1:6, 새번역)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
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
니다.

(Ti 1:6, ESV) if anyone is above 
reproach, the husband of one wife, and 
his children are believers and not open 
to the charge of debauchery or 
insubordination.



(딛 1:7, 새번역)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
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
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
니다.

(Ti 1:7, ESV) For an overseer, as God's 
steward, must be above reproach. He 
must not be arrogant or quick-tempered 
or a drunkard or violent or greedy for 
gain,



(딛 1:8, 새번역)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
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Ti 1:8, ESV) but hospitable, a lover 
of good, self-controlled, upright, 
holy, and disciplined.



(딛 1:9, 새번역)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
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 1:9, ESV) He must hold firm to the 
trustworthy word as taught, so that 
he may be able to give instruction in 
sound doctrine and also to rebuke 
those who contradict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