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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개요 
 

1. 저자와 연대: 잠언 1 장 1 절에서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적혀 있고, 10 장 1 절과 25 장 1 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잠언의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적었다고 봅니다.  30 장은 아굴의 잠언이며 (30:1), 

31 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31:1)이고, 22 장 17 절에서 24 장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지혜 있는 사람” (22:7)의 잠언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 장 1 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하여 200 여년후의 히스기야 왕 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과 구조 
 
1) 1-9 장: 기록 목적과 지혜로의 초대 

ㄱ. 기록 목적: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1:2)하고,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1:3)하여,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 장 1-7 절). 

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9:10). 

ㄷ. 지혜는 사람들을 향해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1:23)고 말하는데, 잠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33, 8 장, 9 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2) 10 장-22: 16: 솔로몬의 잠언  

ㄱ.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번째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971 년에 왕이 되어 기원전 931 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났고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었는데,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29-34).  



ㄴ. 기억하기 쉬운 간결한 표현, 대조되는 구절, 예화 등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ㄷ. 잠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시내산 언약, 출애굽의 내용들은 

다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며,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3) 22:17-24 장: 지혜자의 말씀 

ㄱ. 이 부분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으로, 서른 가지 교훈과 

추가 교훈이 “네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22:19) 하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고, 식탐을 절제하라는 등의 

구체적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적고 있습니다.  
 

4) 25 장-29 장: 솔로몬 잠언의 추가 모음으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실제 영역에 적용합니다. 왕 앞에서 신하로서 

취할 자세와 이웃과의 관계,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어리석은 논쟁에 대한 

경계, 책망의 유익, 의인과 악인의 모습 등에 대한 잠언이 계속됩니다. 
 

5) 30 장: 아굴의 잠언 

ㄱ. 아굴이라는 이름은 잠언 30 장에만 등장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ㄴ. 그는 자신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깨닫고 (30:4),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30:5).  
 

6) 31 장: 르무엘 왕의 잠언 

ㄱ. 1-9 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으로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술을 멀리하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ㄴ. 10-31 절: 가정과 일터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31:30)고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데, 

1 장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1:7)이라고 한 것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고 끝임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