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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개요
(1 Corinthians)
1. 저자: 사도 바울. 1 장 1 절 참조.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서 문체, 단어, 신학적 관점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서신서이다. 96 년에 적힌,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 보낸 글에서 이
편지서를 인용하고 있다.
2. 고린도전서 씌여진 시기와 장소: 3 차 전도 여행중 에베소에서 머물던 3 년중에, 약 55 년 경에
적힌 것으로 추정 (이르면 53-54 년). 고린도전서 16 장 5-8 절 내용을 보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이 나온다. 사도행전 19 장 8-10 절, 20 장 31 절 내용을
보아 바울이 약 이년 반 - 3 년간 에베소에서 머무른 것을 알 수 있고, 20 장 1-3 절 내용을 통해
고린도에 간 것을 알 수 있다.
3. 대상 및 저술 목적: 사도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중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행전 18 장 )
보낸 편지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알려 왔기에
(1 장 10-13 절) 이를 지적하고 하나 될 것을 권고한다. 크리스챤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모습에 대한 경고를 한다 (성적, 도덕적 문란, 교인 간의 소송).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교리상의 혼동을 정리한다 (혼인, 우상에게 바친 제물, 주의 만찬, 은사, 부활,
7 장 - 15 장) .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다 (16 장 1-4 절).
4. 특징: 고린도전서의 특징들은 여러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o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편지가 아니다. 5 장 9 절에서 이전에
보낸 편지를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 전, 후서의 내용으로 보아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모두 네 편일 것으로 추정한다. 고린도 후서 2 장 4 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고통스럽게 적은 또 다른 편지를 언급하고 있다.
o 고린도 교인들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세사람편으로 그들의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장 15-18 절)
o 고린도는 고대 이쑤미아 경기 (Isthumia games)가 열리던 곳이다. 올림픽의 앞뒤로 매
2 년마다 열렸던 이 경기에 고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고린도전서에 운동 경기에 관련된 비유들이 등장한다 (9:24-26).
o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인구가 20 만정도되는, 아테네보다 8 배정도 큰 도시였다고 추정
된다. 그리고 이 도시는 술과 음란으로 대표되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담긴 내용과 함께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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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린도전서의 구성
a) 1:1 – 1:9: 서신서 도입부, 인사와 감사
b) 1:10 – 6:20: 들려온 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c) 7:1 – 16:4: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에 대한 대답들
o 혼인,제물과 우상 숭배, 예배, 성만찬, 성령의 은사들, 부활, 헌금
d) 16:5 – 24: 여행 계획, 권면, 인사
6.

주요 신학적 주제들
A. 부활
o 고린도전서 15 장의 내용은 부활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증언들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정리
•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
•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소망
B. 성만찬
o 성만찬의 유래, 방식,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11 장 23-26)
•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
o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를 제시한다 (11 장 27-34)
• 스스로를 살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