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도서 소개 
롭 존스턴(Rob Johnston) 박사는 전도서를 역설의 성경으로 소개하면서, 삶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긴장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무의미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문화학의 교수로서 저는 우리 문화의 이야기가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 년 동안 영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많은 영화가 인생은 엉망진창이지만, 동시에 

소중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 많은 영화들을 분석한 "쓸모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와 함께 해석해 봤습니다. 제 책이 
영화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흥미롭게도 영화는 전도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롭 존스턴(Rob Johnston) 박사입니다. 저는 신학과 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실제로 제 삶의 성경입니다.  
 

전도서의 두 구절을 읽음으로써 오늘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음은 9 장 7 절부터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어떻게 이런 모순을, 이런 역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는 그다지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것을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대해서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압니다. 분리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잠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에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추잡한 사람이 너무 자주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기자는 성공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우리 자신의 
손잡이로 스스로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움, 명성, 지혜, 재물이든 상관없이 그 중 

어느 것도 의미있는 삶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허영 중에 허영입니다.  

 

허영이란 단어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안개나 증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고, 쓸모없고, 터무니없고, 무의미하고, 짧고, 덧없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의미있게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말할 때, 허영이라는 단어의 이 모든 뜻을 

의미했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반면 기자는 "인생을 즐기십시오. 인생은 소중하고, 놀라운 것들로 차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선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자는 "먹어라! 마셔라! 배우자를 

즐겨라! 온 힘을 다해 일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허망하고, 
짧고, 쓸모없는 인생을 즐기십시오. 소중하고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가치가 

있기에,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