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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잠언 11:1-15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

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

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

기의 악에 잡히리라 7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9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

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

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4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

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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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은 저울을 속여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목을 속이는 것에는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를 기뻐

하시는 분입니다(1). 왜 상인들이 저울을 속입니까?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

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내면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2). 겸손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

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

지 않고 편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3a). 하지만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은 불법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스스로를 파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3b). 악인들

은 재물을 손에 넣고 기뻐하지만 그 재물은 진노의 날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4a).  

반면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냅니다(4b). 정직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곧게 합니다

(6a).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사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8a). 의인은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

는 의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9b). 사람들은 의인이 잘되면 자기 일처럼 즐거워합

니다(10a). 

 개인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

로 인하여 크게 번성하지만 악한 자들의 입으로 멸망합니다(11).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속임과 교

만, 패역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 나라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

다.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한 마 디 정직한 자      

생각해 볼 점

1. 일상생활에서 '속이는 저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2.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 

3. 정직한 자는 복을 받고 사악한 자는 벌을 받는가?

4.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쳐야 하는가?  

5. 친구나 이웃의 보증이 되는 것은 악한 일인가?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