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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은 구약의 예배와 찬양의 책인데 비해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잠언은 스승의 안내서이다.
쉽게 외울 수 있는 격언이다. 따라서 일상의 삶을 위한 조언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잠언은
신자들을 위해 어떻게 날마다의 삶에 부딪치는 실제적인 일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부모, 자녀, 이웃 그리고 정부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I. 잠언의 저자.
잠언서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다. 첫 24 장은 분명하게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25-29 장은
잠언에 대한 솔로몬의 판례집에서 히스기야왕의 서기관들이 복사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두장은 아굴과 르므엘이 쓴 것이다(30-31 장).
1) 잠언은 솔로몬이 이 잠언들을 썼다고 세 번이나 주장하고 있다 (1:1; 10:1; 25:1).
2)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잠언 3000 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왕상 4:32). 잠언서는 단지 800 개만
기록되었으므로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선택해서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3) 히스기야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개혁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으므로 그의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하는 일을 맡겼을 것이다(잠 25:1).
4) 마지막 두 장의 저자들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아굴은 선지자였거나 하나님의
신탁이었을 것이다(30:1). 르므엘은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을 것이며 (31:1) 분명 참 하나님을
섬겼다.
II. 기록연대
잠언은 솔로몬이 죽기 전인 주전 931 년경에 썼을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영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절정기였다. 따라서 잠언은 솔로몬이 쾌락과 물질과 우상숭배에 빠지기전
중년의 때에 썼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은 아마도 그들의 편집을 주전 700 년
전후에 했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지혜자(1:5)와 그의 아들에게 쓴다(1:8; 2:1).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의 지혜를 들으라고 말한다(왕상 10:8). 아마도
솔로몬은 지혜자들의 최고의 스승이었을 것이다(전 1:1; 12:9). 이는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의
수장이었던 것과 같다 (삼상 19:20).
III. 잠언의 주제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말씀이다(1: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의, 엄위, 그리고 능력을 경외하는 서는 것이며 겸손히 그에게 의존함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시작(기초)(9:10)이나 지혜는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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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잠언의 목적
1) 역사적 목적: 잠언은 이스라엘의 지혜인들을 위한 교사의 안내서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잠언은 쉽게 외웠으며 모든 사람에게 삶의 안내를 위한 지혜의 격언을 주기 위함이었다.
2) 교리적 목적: 지혜서의 주된 교훈은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분별력이 경건의 기초라는 것이다 (1:7). 다른 것들에 대한 교훈은 성, 친구, 그리고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값지고 다양하다.
3) 기독론적 목적: 잠언은 지혜인이 사모할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 (8 장). 신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기록한다 (고전 1:30). 그리고 그리스도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져 있다고 하였다 (고전 1:30).
특히 잠언 8 장에는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으며 그것의 완전함에서 보인다. 지혜는 신적이며
(8:22-31) 육신적이며 영적인 생활의 원천이다 (3:18; 8:35-36). 지혜는 의로우며 도덕적이다 (8:89). 그리고 지혜는 그것을 받는 모두에게 가능하다 (8:1-6; 32-35). 이 지혜가 그리스도에서
성육신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숨겨져 있다 (골 2:3). 우리를 위해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에게서 의와 거룩과 구속을 얻는다 (고전 1:30; 비교,
고전 1:22-24).
V. 잠언의 중요한 단어, 요절, 장
1) 중요한 단어: 지혜
2) 중요한 요절: 1:5-7; 3:5-6
3) 중요한 장: 31 장.
잠언의 마지막 장은 고대 문학에서 유일한데 잠언은 여인에 대해 아주 높고 고상한 견해를
나타낸다.
① 선한 여자 (31:13, 15-16, 19, 25); ② 선한 아내 (31:11-12, 23-24); ③ 선한 어머니 (31:14-15,
18, 21, 27); 그리고 ④ 선한 이웃(31:20-26). 그녀의 행위, 관심, 말 그리고 생활은 7 장에서
묘사된 음녀와 날카롭게 대조된다.
VI. 잠언의 의미
히브리어 잠언은 평행, 유사 혹은 비교이다. 잠언서의 내용에서 그 의미는 도덕적 격언, 신중한
교훈, 혹은 은혜스러운 격언이다. 잠언들은 구약의 거룩한 상식이다. 잠언에서 자주 지혜란 말은
순수한 이론보다는 더 실제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지식이 우리 정신속에서 진리의 이해라면
지식은 우리의 삶에 진리의 적용이다. 성경에서 이 지혜의 기초는 삼중적이다.
(1) 하나님의 권위와 엄위에 근거한 것: 하나님을 존경함(1:7)
(2) 가정의 권위와 신성함을 인식하는 것: 율법에 관하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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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의 권위와 도덕적 표준을 인식하는 것: 율법에 관하여(1:10)
잠언의 개요
1) 잠언의 목적(1:1-7) : 책의 저자, 주제 그리고 목적을 개략적으로 선언한다.
2) 젊은이에게 주는 잠언(1:8 - 9:18): 연속적으로 10 개의 권면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아들아로
시작한다(1:8-9:18). 아버지가 자식을 설득해서 경건의 삶을 위해 지혜의 길을 가게 한다.
지혜는 죄와 어리석음을 거부한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 지혜의 징계는 자유와
안전을 예비한다 (1-4 장). 지혜는 불법적인 호색과 그 결과에서 지켜주며 어리석은 관습과
게으름 그리고 간음과 음녀의 유혹에서 보호해 준다 (5-7 장). 지혜는 그 지혜의 기원과 많은 유익
때문에 차라리 어리석게 되기를 바란다 (1-9 장). 네 종류의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경멸하는 자로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자가 아니다. 그는 자족자이며 마치도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의 삶을 사는 자다.
3) 솔로몬의 잠언(10:1-24:34): 이 잠언들은 제목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어떤 주제의
내용들이 있지만(26:1-12, 13-16, 20-22) 일반적인 단락은 한 구절의 격언들이다.
4)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복사된 솔로몬의 잠언(25:1-29:27)
5) 아굴의 말씀(30:1-33): 아굴과 르므엘에 의한 마지막 두 장은 부록 형식이다.
6) 왕 르므엘의 잠언(31:1-31): 마지막 장은 24 절의 글자 퀴즈를 포함하고 있는데 덕스러운
아내를 묘사하고 있다(31: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