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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0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0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0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0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0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0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0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0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0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2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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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0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0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04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05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0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07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0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0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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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0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0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0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0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0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0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0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0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3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