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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서 개요 
1. 아가서의 저자, 시기: 아가서의 저자와 저술 시기는 아가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오랫동안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아가서의 저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1 장 1 절의 내용을 따라 솔로몬 왕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한 

근거는 열왕기상 4 장 32 절에서 솔로몬 왕이 천다섯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나중에는 수많은 후궁들을 두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1 장 1-3 절) 아가서에 나오는 결혼과 이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저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적었다면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두기 전에,  젊은 나이에 

적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자를 솔로몬으로 이해를 하면 저술 시기는 

주전 10 세기 중반일 것입니다. 
 

2. 아가서의 내용과 주제: 아가서라는 제목은 1 장 1 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 라는 말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젊은 여자와 (술람미의 아가씨)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 

왕) 사이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내용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사랑의 

감정과 결혼식, 그리고 성적 행위에 관한 묘사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과 남자는 모두 양을 치는 사람들인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1 장 7-8 절).  

아가서를 액면 그대로 남여의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은, 보이는 그대로 남여의 사랑과 결혼, 성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생활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 2:23-24 절).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결혼의 고귀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사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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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가서의 구성: 아가서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아가씨 사이의 사랑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구성과 분류가 가능합니다) 

ㄱ. 1 장 1 절  

ㄴ. 1 장 2 절 – 3 장 5 절 : 술람미 아가씨와 솔로몬 왕의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 

ㄷ. 3 장 6 절 – 5 장 1 절: 결혼식 

ㄹ. 5 장 2 절 – 6 장 3 절: 악몽 (잠시 동안의 헤어짐과 재회) 

ㅁ. 6 장 4 절 – 8 장 4 절: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 

ㅂ. 8 장 5 절 – 14 절: 사랑에 대한 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