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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 개요 
1. 룻기: 룻기라는 제목은  이 성경책의 주된 등장 인물인, 룻이라는 모압 출신 여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지만, 베델레헴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1 장 5 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됩니다.  
 
2. 룻기의 줄거리:  룻기는 4 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사사 시대에 기근이 들었는데 

베델레헴 태생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땅으로 가서 삽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세 여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에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1 장).  베델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를 만나게 되게 되고 (2 장), 나오미의 계획을 

따라 행동한 룻은 보아스와 가까와 지게 됩니다 (3 장).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납니다 (4 장) 
 
3. 저자와 시기: 룻기의 저자는 성경 안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1 장 1 절에서 “사사 시대’ 라고 적고 있어서 사사 시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룻기가 적힌 

시대는 그보다 훨씬 나중입니다. 룻기 4 장에서 룻이 낳은 오벳의 자손을 언급할 떄 다윗을 

기준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4 장 17 절,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룻기는 다윗 왕 

이후에 적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 룻기의 목적: 룻기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이것은 뚜렷한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견해 중의 

한가지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의 믿음 

그리고 보아스의 신실함 같이,  개인의 신실함과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어지러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중의 한 

예가 다윗 왕의 계보가 됩니다.  
 
5. 룻기의 주요 메시지: 룻기에서 보여지는 구원자 (Kinsman-Redeemer)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심과 같은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인 헤세드 (Hes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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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기에 등장하는 구원자는 2 장 20 절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지칭하여 ‘그는 

집안간으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할 떄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 장 23-25 절에서 한 사람이 판 땅을 다른 친족이 되사는 것을 허락하여 원래 분배 

받은 땅이 같은 친족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한 율법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은 후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율법 (신명기 25 장 5-6 절) 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은혜로 주신 땅을 되찾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자의 개념은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가 되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사랑, 은혜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 많은 

경우 그 단어는 히브리말의 ‘헤세드’ 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대개 영어로는 

Lovingkindness 로 번역이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흐름은 나오미와  룻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나오미에게 말하는 룻의 고백 (1 장 16 절)은 헤세드의 근거가 되고, 

보아스는 행동을 통하여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2:12, 20 절), 그리고 

그 헤세드의 절정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인들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장 14 절). 

그리고 긴 역사의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헤세드를 볼 수 있습니다. 
 
6. 구원의 계보: 이방인으로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룻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전조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데 (예: 예레미야 33:15, 에스겔 37:24-28), 

예수님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나타내는 좋은 징조가 룻기에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