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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서 개요 
1. 전도서, 저자, 시기: 전도서라는 이 성경 책의 제목은 전도서 1 장 1 절에 나오는 ‘전도자’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이름이 내용 중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에서 솔로몬 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솔로몬이면 전도서의 작성 시기는 주전 10 세기무렵일 것입니다. 
 

2. 전도서에서 다루는 지혜: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책인데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서는 삶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해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전도서의 구성: 전도서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ㄱ. 솔로몬의 개인적인 경험 (1:1 – 2:26) -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화를 

살펴볼 수 있고, 경험에서 나오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ㄴ. 솔로몬이 관찰하면서 알게 된 일들 (3:1 – 5:20) –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3 장 1-8 절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짧은 시입니다. 

ㄷ. 솔로몬의 실제적인 권면들 (6:1 – 8:17) – 예를 들면 7 장 14 절, 7 장 29 절,  17 절과 

같은 구절들. 

ㄹ. 솔로몬의 결론 (9:1 – 12:14) – 실제적인 결론은 12 장 13 절 – 14 절 
 
4. 전도서에서 등장하는 주제들:  

ㄱ. 전도서에서 볼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겪는 문제인데 로마서 8 장 20-22 절에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1 장 12-18 절에서 자신이 기울인 노력들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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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17 절에서 이 노력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ㄴ. 전도서의 두번째 주제는 삶에서 누리는 영화와  쾌락의 허무함입니다. 이 주제는 

전도서의 시작이 헛되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 (1 장 2 절) 또 같은 말을 마무리 

부분에서 반복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 장 8 절).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험적으로 엄청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린 사람인데 그 모든 경험 끝에,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의 결론을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라 (12:13) 라는 말로 마무리 합니다.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 없이 누리는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ㄷ. 전도서에서 다음으로 다루는 주제는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 모두 닥치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고 

있습니다 (2 장 14-17 절, 3 장 18 절-21 절, 6 장 6 절).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마지막의 결론과 연결이 됩니다. 

ㄹ. 전도자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과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좋다 (3 장 22 절)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삶에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5 장 18 절)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5 장 19-

20 절) 

ㅁ.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의 추구하는 

영화와 쾌락들이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12 장 13-14 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