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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개요
(2 Corinthians)
1. 저자: 사도 바울. 1 장 1 절 참조. 다른 서신서에 비하여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측면을 많이
드러내 보이는 서신서이다 (10 – 12 장의 내용)
2. 고린도후서 씌여진 시기와 장소: 3 차 전도 여행중 마케도니아에서 적힌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는 약 55-56 년경. 로마서보다 1 년정도 앞서는 서신서이다.
3. 대상 및 저술 목적: 1 장 1 절에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적고
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불순종하도록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편지를 (고린도후서 2:4-5)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편지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으므로,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적고
있다 (고후 7:6-9).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면,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에 변동이 있음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고 (1:16-23), 이미 징계받았던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2:6-7).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와 함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를 적고 있다 (10-12 장).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잘 준비 할 것을 권하고 있디 (9 장).
4. 특징:
•

사도 바울의 고린도 방문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사도 바울의 첫 방문 (사도 행전 18 장)
o 첫 편지 (고린도전서 5:9)
o 고린도전서 – 에베소에서 작성
o 마음 아픈 편지 (고린도후서 2:5)
o 두번째 고린도 방문 (고린도후서 2:1, 12:14, 13:1-2)
o 고린도후서 – 마케도니아에서 작성
o 세번째 고린도 방문 (사도행전 20:2-3)

•

고린도후서를 단일 서신서로 보기보다는 여러 편지를 묶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이유는 9 장에서 10 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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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9 장까지 적은 이후에 10-13 장은 시간이 좀 지나서
적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5. 고린도후서의 구성
a) 1:1 – 1:1: 인사와 감사
b) 1:12 – 2:11: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c) 2:12 – 7:16: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과 변호
d) 8:1 – 9:15: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e) 10:1 – 13:4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근거와 변호
f) 13:5 – 13:13 마지막 권면과 인사
6.

주요 신학적 주제들
A. 구약과 신약의 비교
o 돌판과 가슴판 (3:3)
o 문자와 영 (3:6)
o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감 (3:18, 5:17)
B.

신약에서의 헌금 원칙
o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대로 (9:5 – 8)

C.

인간의 약함 - 하나님의 은혜
o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