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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 고린도전서 11장 17-22절

19:17

Tou' t o de; paraggev l lwn ouj k ej p ainw' o{ t i ouj k eij " to;

krei'sson ajlla; eij" to; h|sson sunevrcesqe.

18

prw'ton me;n ga;r

s u n e r c o m e vn w n u Jm w 'n e jn e jk k l h s i va / aj k ouv w sciv s mata ej n uJ m i' n
uJpavrcein kai; mevro" ti pisteuvw.

19

dei' ga;r kai; aiJrevsei" ejn uJmi'n

ei\ n ai, i{ n a [kai; ] oiJ dov k imoi faneroi; gev n wntai ej n uj m i' n .

20

S u n e r c o m e vn w n o u \n u J m w ' n e j p i ; t o ; a u j t o ; o u jk e [s t i n k u r i a k o ;n
deip
' non fagei'n . 21 e{kasto" ga;r to; i[dion dei'pnon prolambavnei
ejn tw'/ fagei'n, kai; o}" me;n peina'/ o}" de; mequvei.

22

mh; ga;r oijkiva"

oujk e[cete eij" to; ejsqivein kai; pivnein; h] th'" ejkklhsiva" tou' qeou'
katafronei'te, kai; kataiscuvnete tou;" mh; e[conta"; tiv ei[pw uJmi'n;
ejpainevsw uJma'" ejn touvtw/ oujk ejpainw'.

2. 본문 번역

가. 개역개정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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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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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 너희 중에 파당
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 그
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
람은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
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나. 새번역
11:17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

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18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
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9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

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
닙니다.

21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22

여러분에게 먹고 마

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번역개정
11:17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

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익보다는 해를 자아낸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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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18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말을 들

었는데 나는 그것이 전연 헛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

하기야 여

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1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

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
면 술에 만취하는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22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

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
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
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만은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 NIV
11:17

In the following directives I have no praise for you, for your meetings

do more harm than good.

18

In the first place, I hear that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and to some extent I

believe it.

19

No doubt there have to be differences among you to show

which of you have God’
s approval.
Lord’
s Supper you eat,

21

20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the

for as you eat, each of you goes ahead without

waiting for anybody else. One remains hungry, another gets drunk.

22

Don’
t

you have homes to eat and drink in? Or do you despise the church of God
and humiliate those who have nothing? What shall I say to you? Shall I praise
you for this? Certainly not!

마. NRSV
11:17

Now in the following instructions I do not commend you, because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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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or,

to begin with,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I hear that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and to some extent I believe it.

19

Indeed, there have

to be factions among you, for only so will it become clear who among you
are genuine.
supper.

21

20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really to eat the Lord’
s

For when the time comes to eat, each of you goes ahead with

your own supper, and one goes hungry and another becomes drunk.
22

What! Do you not have homes to eat and drink in? Or do you show

contempt for the church of God and humiliate those who have nothing?
What should I say to you? Should I commend you? In this matter I do not
commend you!

바. 본문에 대한 사역
11:17

제가 이것을 명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

라 도리어 해로움을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18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여러분 가

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9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
데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장소에 모이
긴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21

왜냐하면 먹을

때에 제 각각 각자의 음식을 먼저 취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주리고 어
떤 이들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22

여러분들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칭찬
해야겠습니까? 이 일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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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사분해

가. 17절

paraggevllwn(paraggevllw[to command, charge]의 현재, 능동태, 분
사, 남성, 단수, 주격,‘명령하는’
) / ejpainw'(ejpainevw[to praise]의 현재, 능
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내가 칭찬한다’
) / sunevrcesqe(sunevrcomai
[to come together]의 현재, 중간태, 직설법, 2인칭, 복수,‘너희들이 모인다’
)

나. 18절

sunercomevnwn(sunevrcomai[to come together]의 현재, 중간태, 분사,
남성, 복수, 속격,‘모이는’
) / ajkouvw(ajkouvw[to hear]의 현재, 능동태, 직
설법, 1인칭, 단수,‘내가 듣는다’
) / uJpavrcein(uJpavrcw[to be, exist]의 현
재, 능동태, 부정사,‘존재하는 것’
) / pisteuvw(pisteuvw[to believe]의 현
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내가 믿는다’
)

다. 19절

dei'(dei'[to be necessary]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그(녀)가
필요하다’
) / ei\nai(eijmiv[to be]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존재하는 것’
)/
gevnwntai(givnomai[to become]의 단순과거, 가정법, 중간태, 3인칭, 복수,
‘그(녀)들이 ~이 된다면, 있다면’
)

라. 20절

sunercomevnwn(sunevrcomai[to come together]의 현재, 중간태, 분사,
남성, 복수, 속격,‘모이는’
) / e[stin(eijmiv[to b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그(녀)가 ~이다’
) / fagei'n(ejsqivw[to eat]의 단순과거, 능동
태, 부정사,‘먹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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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1절

prolambavnei(prolambavnw[to take beforehand]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그(녀)가 먼저 취한다’
) / fagei'n(ejsqivw[to eat]의 단순과거,
능동태, 부정사,‘먹는 것’
) / peina/'(peinavw[to hunger]의 현재, 능동태, 직
설법, 3인칭, 단수,‘그(녀)가 주린다’
) / mequvei(mequvw[to be grunken]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그(녀)가 취한다’
)

바. 22절

e[cete(e[cw[to have, hold]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너희
들이 가지고 있다’
) / ejsqivein(ejsqivw[to eat]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먹
는 것’
) / pivnein(pivnw[to drink]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마시는 것’
)/
katafronei'te(katafronevw[to think little of, despise, look down on]의 현
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너희들이 멸시한다’
) / kataiscuvnete
(kataiscuvnw[to put to sham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너
희들이 부끄럽게 한다’
) / e[conta"(e[cw[to have, hold]의 현재, 능동태, 분
사, 남성, 복수, 대격,‘소유하고 있는’
) / ei[pw(levgw[to say, speak, tell]의
단순과거, 능동태, 가정법, 1인칭, 단수,‘내가 말한다면’
) / ejpainevsw
(ejpainevw[to praise]의 단순과거, 능동태, 가정법, 1인칭, 단수,‘내가 칭찬
한다면’
) / ejpainw'(ejpainevw[to prais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
수,‘내가 칭찬한다’
)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가. 용어 설명

1) paraggevllwn(17절) : paraggevllw[to command, charge]의 현재,
능동태, 분사.“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차례로 메시지를 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이 동사는 특히 하급자에 의해서 열을 따라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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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군사 지휘관의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되었다.
2) sunercomevnwn uJmw'n ejn ejkklhsiva/ (18절) : 속격 독립구문으로서
문자적으로는“너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라는 뜻이다. 각 교회가 가정
교회 형태로 모였던 바울 당시에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
았으며, ejn ejkklhsiva/는 장소적인 의미(
‘교회에서’
)로 사용된 것이 아니
다. sunevrcesqai ejn ejkklhsiva/는 본래 정치 조직체의 회의를 위한 모임
을 나타내는 잘 알려진 헬라식 표현이었다. 바울은 이를 기독교적인 의미
로 차용하여 주의 만찬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제의적 모임의 성원들을 표
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14장 23절과 26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용어는 아마도 예배를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
의 모임을 표현하는 준-전문 용어(a semitechnical term)로 사용되었을 것
이다(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NIC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536). 따라서 이러한 용례를
고려하여 이 말은 한글번역처럼“교회에 모일 때에”
(개역개정, 새번역 등)
가 아니라“너희가 교회로서 모일 때에”
(when you meet as a church)라고
번역될 수 있다(NIV, NRSV, J.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Anchor Yale Bible vol. 3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432 등). 아울러 이 표현은 같은 절의 scivsmata(분
열)나 19절의 aiJrevsei"(분파) 등과 대조를 이루면서 교회로 모였으나 하
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교회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20절에서도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분열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행하
는 주님의 만찬은“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oujk e[stin kuriako;n
dei'pnon fagei'n)라고 지적한다.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교회로서 하나 됨의 표지였지만, 모임을 갖는 방식은 오히려
불평등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부각시켜 보여 주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3) dei' ga;r kai; aiJrevsei" eJn uJmi'n ei\nai (19절) : 문자적으로는“왜
냐하면 너희 가운데 당파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사도 바울은 고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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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 일부는 그러할 것이라고 믿
는다고 밝힌 후, 그 이유를“너희 가운데 당파도 있어야 하기 때문”
이라
고 제시한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이를 역설
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체념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
다. 일부 학자들은 장차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의 예언을
염두에 둔 종말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마 7:15; 24:11 등 참조).
4) ejpi; to; aujtov (20절) : 문자적으로는“같은 장소에, 한 곳에.”이 말
은 단순히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을 묘사하
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함의한다(행 1:15; 2:1 참조). 물론 본문에 암시된 공동의 목적은 함께 식
사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갖는 것이었다.
5) kuriakov" dei'pnon(20절) :“주님의 만찬.”관사 없이 사용된 이 용
어는 예수가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저녁 식사를 기념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저녁 식사를 일컫는 전문용어이다. kuriakov" dei'pnon이
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타나며, 당대 헬라어에
서 kuriakov"라는 용어는“주인에게 속한”
(belonging to an owner)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파피루스에서 로마 황제의 보물이나 황제
를 섬기는 것, 황실의 재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경우에는“황제
에게 속한, 제국의”
(belonging to Caesar, imperial)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차용하여 신약성경에서 kuvrio"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
“주님”
)와 부합되게 사용하였다.
6) ejn tw/' fagei'n (21절) :“먹을 때에.”어떤 이들이 다른 사람에 앞
서 식사를 시작하던 시간이나 영역을 지시하는 말이다. 어떤 이들은 공동
의 식사 시간에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다른 이들, 즉 가난한 자들이 자기
몫을 나눠 먹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7) mequvei(21절) : mequvw[to be grunken]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현재
시제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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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의 술 취한 행태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 문법 사항 설명

신약성경에서는 현재형이 완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현재형인 h{kw(to be present)는“돌아왔다”
(have come)라는 완
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눅 15:27; 요 4:47 등) 마찬가지로 현재형인
pavreimi(be present)가“도착했다”
(have arrived)라는 완료의 의미로 사용되
기도 한다. 18절의 현재 능동태 동사 ajkouvw 역시 완료적인 의미를 가진
현재로서“내가 듣고 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들어서 알고 있다”
(I am
informed) 정도의 의미이다(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Edinburgh: T&T Clark, 1898], 10).
또한 의문문을 이끄는 두 부정어(negative) ouj와 mhv는 각각 긍정적인 답
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취지로 사용되지만, 함께 사용되는 mhv ouj
는 확언하는 진술과 동일한 의미의 수사학적 의문문에 사용되기도 한다
(롬 10:18, 19; 고전 9:4, 5 등). 22절의 의문문인 mh; ga;r oijkiva" oujk
e[cete eij" to; ejsqivein kai; pivnein;(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역
시“너희는 분명 먹고 마실 집을 가지고 있다”
라는 강한 확언의 뜻을 가
진 수사학적 의문문이다(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56).

5. 설교에 적용하기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교회로서 모
이는 모임도 올바른 신앙적 태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유익이 되는 것
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지적한다(17절). 그들은 한 교회로서 모이
기는 했지만(18절) scivsmata(분열)나 aiJrevsei"(분파)의 모습을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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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고린도교회 그
리스도인들이 비록 공동의 목적(성만찬과 식탁 교제)을 위해서 한 장소에
함께 모여 교회로서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긴 하지만, 서로 존중하지 못
하고 차별하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
하고 약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해로운 모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교회’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기
적인 모임을 갖긴 했지만, 그들이 서로 분열하는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행하는 주님의 만찬은“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ouj k e[ s tin
kuriako;n dei'pnon fagei'n)라고 지적한다.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교회로서 하나 됨의 표지였지만, 모임을 갖는 방식은
오히려 불평등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부각시켜 보여 주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함께 모여 주
의 만찬을 먹기 전에 반드시 몸(to; sw'ma=교회)을 분별해야 한다고 권면
한다(29절).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 존중하며 돌보
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교회의
각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태도 없이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
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예배
와 모임 자체의 규모나 정연함을 숭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내용
이나 질에 무관심한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경고를 던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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