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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 경
바울은 글로에의 집안 식구들이 고린도에 다녀와서 전도하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당의
문제, 계모와 같이 사는 부도덕한 생활 문제, 또 신자들끼리 관청에 소송하는 문제등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생활과 전도 사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의 의견을 묻는편지도 보내왔던 것같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여러 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해답과 교훈을 주기로 하고 이 편지를 썼다.
1. 도시 고린도 (Corinth)
로마제국의 한 식민지이던 고린도는 인구 50 만 명 내외의 도시로 로마인, 헬라인과 동양계 인종들이 모여살던
곳이다. 고린도는 그 당시 상업, 무역의 중심지로 선원과 상인, 각종 직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에는
아프로디테(=비너스) 신전이 상당수 있었으며, 신전에는 창기들이 여사제로 일하면서 몸을 팔기도 하였다.
2. 저작 장소, 연도 및 목적 (Place, Date and Purposes Written)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그의 3 차 전도여행 말기인 55 년경에 에베소에서(고전 16:8)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가 전해 듣거나 문의하여 알게된 고린도교회의 기본문제들을
인지하고, 교리와 예들로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으며, 더 나아가 교리들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사도권을 간명하게 변론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권면하려고 하였다.
II. 내용과 주요 사상
고린도 전서는 내용이나 양식에 있어서 모든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다양하다. 화제도 분파의 문제로 부터
금전문제, 그리고 교회의 예의 범절문제 부터 부활의문제 까지 다루고 있다. 이 편지는 고린도로 부터 온
방문자의 보고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글로에 집 편에서 들은 문제들은
처음 6 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7 장 부터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7:1)이라는 새로운 귀절로
시작하고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주요한 어려운 문제는 신자 사이에 사랑이 없어서 피차 분열되는 점이 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취급한 각 문제를 사랑의 결핍에다 중점을 두고 논의 하였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서 처음
9 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9 번이나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에 힘썼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해결사 이므로 만일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면 피차 분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III. 내 용 분 해
1. 인 사 1:1-9
2. 글로에의 집 편으로 들은 것에 대한 답변 1:10-6:20
3. 편지에 대한 답변 7:1-16:9
1) 결혼 7:1-24
`2) 처녀 7:25-40
3) 우상의 제물 8:1-11:1
4) 예배 11:2-34
5) 신령한 은사 12:1-14:40
6) 육체의 부활 15:1-58
7) 연보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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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 인사 16:10-24
III. 고린도전서의 주제들
1) 교회는 일치와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
2) 교회는 절대 윤리을 지향하여야 한다.
3) 성도의 몸은 곧 성전이다
4) 결혼의 가치와 그 제한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
5) 은사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
6) 교회는 예배를 경건히 시행하여야 한다.
7) 부활은 성도의 소망의 근거이다.
8) 성도를 교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친교 koinonia 를 유지하여야 한다.

IV. 고린도 전서의 그리스도
1) 그리스도는 교회의 일치의 근거이다.
2) 그리스도는 교회의 윤리의 기준이다.
3)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망의 근거이다.
V.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권면
2) 핵심 절 : 6:19-20; 10:12-13
3) 핵심 장 : 1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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