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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잠언의 신학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백성 백성됨을 아는 것 (Knowing me)
땅     공동체성/연합을 아는 것

              (Knowing Community)

OT_ 잠언
I. 잠언의 저자들
   1. 솔로몬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잠 1:1), “솔로몬의 잠언”(잠 10:1), 

“솔로몬의 더 많은 잠언을 기록하였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필사한 
것이다”(잠 25:1)

      2)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의 대표자(왕상 3:16-28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받음)
   2. 저자 미상의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지혜자들(잠 22:17):  아굴과(30:1)  
       르무엘의 어머니(31:1)
   3. 히스기야의 신하들(잠 25:1): 서기관, 편집자들

II. 잠언기록 연대
정확한 연대를측정하기는 어렵다(오랜 세대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모은 것이기에) 
1) 솔로몬 시대(10세기 중반)~히스기야 시대(8-7세기)까지
2) 포로기 전(잠언 10-20 장: “왕”이 자주 언급됨 16:10, 12-15; 19:12; 20:2, 8, 
26, 28; 21:1)// 포로기 후(잠언 1-9 장)) 
   
III. 잠언의 내용들

 
1) 다양한 주제들: 친절, 자녀 교육, 순결, 의, 진실함, 지혜, 죄, 혀, 부, 교만, 

사랑, 쾌락, 성공, 화냄, 만족, 결정, 부지런함, 우정, 후함, 겸손…등 하나의 잠언과 
유사한 잠언들 함께
2) 대조적 주제들: 하나님 Vs 인간, 주인 Vs 종, 남편 Vs 아내, 부모 Vs 자녀, 정직 
Vs 거짓말, 의 Vs 불의, 도덕 Vs 부도덕, 부지런함 Vs 게으름, 인내 Vs 성냄, 부 
Vs 가난, 순결 Vs 부정, 기쁨 Vs 슬픔..등
3) 다양한 교훈들: 도덕적, 사회, 가정, 경제, 국가적, 영적인 교훈들

IV. 잠언의 주제들: 하나님의 나라

1. 여호와 경외
1) 잠언에서의 여호와 경외라는 개념의 중요성 
*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 잠 15: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 잠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2)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삶의 행동과의 연관성 
* 잠 23: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틍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 잠 16:6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마샬)לָׁשָמ 

: 잠언, 지혜자의 말

הָמְכָח 
     (호크마):  지혜 wisdom

히브리시의 특징

1) 반복적이다 
2) 평행법
3) 대칭구조(Chiasm)
   : A-B-C-D-C’-B’-A’ 

  A-B-C-D// A'-B'-C'-D'

잠언의 삶의 원리 표현 방식
1) 일치(동등)
29:5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2) 반대(대조)
27: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3) 유사
25: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4) 모순( 불함리성)
17:16 미련한 자는 미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찜인고

5) 분류( 인물, 행동 혹은 상황)
14:1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6) 평가(일의 우선순위)
22: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7) 결과
20:4 게으른자는 가을에 받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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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 잠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3)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하고 있다. 
(잠 3:7-8; 10:27; 14:27; 19:23; 22:4)
* 잠 14: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 잠 19: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 지혜와 창조
잠 3:19-20 지혜를 창조와 연결-> 8:22-36 절에 확장됨.
잠 3:19-20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3. 상과 벌: 행위-결과 관계 
잠 11:18 악인의 삯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

4. 인간 지혜와 이해의 한계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잠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 20: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 21:30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 21:31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IV. 잠언의 구조/구성 형식
1. 잠언 1-9 장: 길고, 가르치는 성격을 띤 시, 응집력 있는 내용들
2. 잠언 10-31 장: 짧고, 독립적인 잠언이나 경구
3. 잠언을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9 장, 10-31 장, 31:10-31 절)
   

1) Part 1:  잠언 1-9 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 (욥 28:28; 시 111:10; 잠 1:7; 9:10)

      A: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B : 3:7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B´: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A´: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2) Part 2: 잠언 10-31 장: 주로 반의/대조평행법(잠언/경구들 (160 여개는 잠언 
10-15 장에 나타남)
 
3) Part3: 잠 31:10-31: 주제적 결론
 “여호와을 경외하는 여자”를 예
 잠언 31 장은 잠언 1-9 장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수미유사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