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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회원리와 구체적인 지침들에 관하여
교훈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 이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외형상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의 도덕과 조직, 교리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등등을 교훈하고 있다.
I. 제목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디모데전서 라고 명명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랑하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통의 편지 중에서 첫번째 것이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1. 저자 누구인가? 사도바울.
로마 1 차 투옥 (61-63 년) 사건을 끝으로 바울의 행적을 끝마친 사도행전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은 1 차로 투옥된지 2 년만에 석방되었고 (행 28:30), 그가 항상 기도했던
서바나 Spain 전도 여행을 실행했을 것으로 본다 (롬 15:23). 바울의 저자권은 확실하다.
1) 먼저 내증으로 1:1-2 에서 바울의 서신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바울의 어휘와 문체,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 (1:12-17) 등은 다른 서신과 일치한다 (고전 15:9-10).
2) 외증으로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증언한다. 유세비우스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전 13 권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바울의 저자권을 증거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는 디모데 전후서가 이단자의 오류를
반박한 바울의 저작이라고 증거했다.
2. 디모데전서 수신인 = 디모데
3. 저작 연대: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석방된 때를 주후 62-63 년으로 본다면 본 서는 주후 63 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혹은 1 차 감옥생활에서 풀려 나온 63 년과 재투옥인 67 년 이전인 63-66 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바울은 본 서를 마게도냐에서 썼으며, 본 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III. 디모데전서의 기본 구성
1:1-20 교리에 관한 교훈
1:1-11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 1:12-20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2:1-15 공중예배에 관한 교훈
2:1-7
복음의 보편성.
2:8-15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
3:1-16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교훈
3:1-7
교회 감독(또는 장로)의 자격
3:8-13
교회 집사의 자격
3:14-16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4:1-16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
4:1-5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 4:6-11
경건의 우월성
4:12-16
바울의 목회 지침
5:1-6:2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
5:1-16
과부에 대한 태도
5:17-25
장로들에 대한 태도
6:1-2
종들에 대한 태도
6:3-6:21 목회자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교훈
6:3-10
지족하는 신앙
6:11-16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고
6:17-21
부자에 대한 경고와 거짓 지식에 대한 경계
IV. 저작 배경과 동기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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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의 동기와 목적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이다(딤후 1:5).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당시에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그의 믿음은 헌신자가 될 만큼 진보적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게 되었다. 성격이 차분하나 다소 소심하였던 디모데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목회에 관한 지침으로 본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것이다.
(1)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영지주의 이단을 특별히 경계하고,
(2)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적 윤리에 관하여 언급하며,
(3) 교회 내의 계층간의 인간관계를 올바로 교훈하기 위함.
2. 디모데전서의 중심 주제 (Prominent Subjects)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젊은 목회자를 위한 건전한 목회 지침이다.
(1) 거짓교리와 교훈의 위험,
(2) 영적 지도자의 자격,
(3) 교회내의 질서와
(4) 목회자의 경건생활이다.
** 디모데전서의 중심사상은
(1) 건전 교리의 필요성
(2) 영적 지도자들의 경건
(3) 교회의 권위사상 이다.
Ⅴ.디모데전서의 주제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 그 결과 및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2) 모든 성도들은 공중 예배시에 참으로 일치되고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3)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4) 교회는 모든 성도들, 가난한 자, 병든자 또는 과부와 같은 사회의 소외 당하기 쉽고 경제적 곤궁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제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5)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물욕에
대한 절제에 힘써야 한다.
VI.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1) 중보자 (2:5), (2)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2:7), (3)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16)
VII. 디모데전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2) 핵심 절 : 3:15; 6:11-12
3) 핵심 장 :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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