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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제목: 룻기 (히브리어, ‘루트’ / 헬라어 ‘류트’) 

2) 저자: 미상? 

3) 기록연대: BC 11~10 세기? 

4) 특징: 대화가 본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편 역사 실화 

 

2. 룻기 조감도 

 나오미 

가정의 

모압이주 

 

 

1:1-5 

나오미의 

귀향 및 

룻의 동행 

 

 

1: 6-22 

룻의 시모 

봉양 및 

보아스와의 

첫 만남 

 

2 장 

보아스와의 

두번째 만남 

및 

룻의 청혼 

 

3 장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오벳의 출생 

 

 

4:1-17 

다윗의 

족보 

 

 

 

4:18-22 

요점 룻의 나오미와의 동행 및 봉양 룻과 보아스의 결혼 및 출산 

주제 신앙의 결단과 헌신 결단과 헌신에 대한 축복 및 구속사의 섭리 

기간 약 12 년 수개월 

분량∙요절 50%, 1 장 16 절 50%, 4 장 13 절 

분위기 상실, 비탄 외로움, 수고 긴장, 기대 채워짐, 기쁨 

분위기 모압땅 유다 베들레헴 

 

3. 룻기 관련 주요 성경 사건 대조표 

 BC 1400 BC 1300 BC 1200 BC 1100 BC 1000 BC 900 BC 800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죽음 

사사시대 

다윗의 통치 

룻기 

남북 왕국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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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룻기의 12 가지 주요 사건 

순서 내용 구속사와 관련된 내용 성구 

1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 이주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상징 1:1 

2 엘레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 1:3-5 

3 오르바와 룻의 상반된 결단 선택과 신앙 결단의 중요성 1:6-18 

4 나오미와 룻의 초라한 베들레헴 귀향 구속사의 새로운 장의 전개 예시 1:19 

5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속사의 진행 2:3-16 

6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임을 알게 됨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 2:19-20 

7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혼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와 인간의 순종 3:1-9 

8 보아스의 청혼 수락 및 다짐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신실한 자세 교훈 3:10-13 

9 
기업 무르는 문제로 인한 보아스의 

재판 청구 
정당한 방법을 통한 권리 획득의 노력 4:1-2 

10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권리이자 

의무를 양도받음 
희생과 성실로 하나님의 축복 획득 4:3-10 

11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방 여인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이 되는 축복 
4:13 

12 오벳의 출생과 다윗에 이르는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 4:13-17 

 

5. 룻기 주요 암송 성구 

내용 본문 성경구절 

신앙의 절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16 

축복의 인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 

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2:4 

축복과 위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2:12 

현숙한 여인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3:10 

결과의 의탁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3:18 

출산의 축복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4:14-

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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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룻기의 7 가지 주요 메시지 요약 

1) 타락한 시대를 비추는 경건의 불빛 

2) 고난이나 불행에 대한 대처 

3) 효의 실천 

4) 신앙의 결단 

5) 인애(仁愛)의 수직적, 수평적 이행 

6)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 

7) 혈통을 넘어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며 멈추지 않는 구속사의 물줄기 

 

7. 단편 역사 실화의 등장인물 

이름 의미 약력과 주요성구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의 남편. 가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 곳에서 죽은 

자  

(1:1-3) 

나오미 
나의 기쁨(행복) 

나의 아름다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 남편의 가문을 일으킨 여인  

(1:2, 4:14) 

말론 병약한, 병든 나오미의 첫째 아들. 룻과 결혼했지만 단명한 자  

(1:5) 

기룐 쇠약한, 소모된 나오미의 둘째 아들.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단명한 자  

(1:5) 

오르바 
목, 등 

새끼 어린 암사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결국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자  

(1:14) 

룻 
친구 

우정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이방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름  

(1:14-22, 4:15) 

보아스 
민첩 

재빠름 

기업을 물러 주고 룻과 결혼한 자. 믿음과 덕을 소유한 지주  

(2:1, 4:9-10) 

엘리멜렉의 

친척 
 기업 무르는 특권을 보아스에게 넘김으로 축복의 기회를 상실한 자  

(4:6-8) 

성읍의 

여인들 
 나오미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  

(4:14-15) 

오벳 섬기는 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 다윗의 할아버지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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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 1장 1-5절  

나오미 가정의 이방 땅 모압 이주 및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1. 본문 1 장 1-5 절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o 반드시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불행이 발생하는가? 

o 신앙적 관점 

[룻 1: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 장 1 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성경의 표현은? 

o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        이 들었다”라고 표현한다.  

o [삿 2:10-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o [삿 17: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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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세대에 룻기가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 타락한 세대를 비추는 경건의 불빛 (룻기의 7 가지 주요 메세지 #1) 

 

3.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암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조: 아브람의 애굽 이주와 이삭의 블레셋 그랄 땅 거주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 26:1-2, 6]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함: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결과를 초래함. 

 

4.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일반적으로 결혼을 묘사하는 문맥에 사용된 단어: “삼다, 취하다”(히브리어, 라카흐) 

[룻 4: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 이방인과의 결혼을 묘사하는 문맥에 사용된 단어: ‘삼다, 데려오다, 취하다’(나사: 가지다, 붙잡다, take) 

[룻 1: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스 9: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 9: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avascript:openDict('475',%20'%EA%B8%B0%EA%B7%BC')
javascript:openDict('2332',%20'%EC%95%84%EB%B8%8C%EB%9E%8C')
javascript:openDict('2534',%20'%EC%95%A0%EA%B5%BD')
javascript:openDict('475',%20'%EA%B8%B0%EA%B7%BC')
javascript:openDict('1269',%20'%EB%AA%A8%EC%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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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10:4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느 13:2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율법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규례 

[신 7:3-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 2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보낸 기록 

[창 24:3-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창 24: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혼에 대한 결단 

→ 배우자가 믿는 자일 경우: 

→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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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 1:6-18  

나오미의 귀향 및 이방인 며느리 룻의 결단과 동행 

 

1. 룻 1: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개역한글, 권고하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흉년이 들었던 땅에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________을 주셨습니다. 

• 하나님이 돌보시면 _______을 주시며,        을 주십니다. 

[창 2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나님이 돌보시면 _______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 3: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룻 1:8 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 구약에서 과부는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창 38: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레 22: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머니의 집”이란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창 24: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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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3: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 8: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룻 1: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_______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3. 룻 1:10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두 며느리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참조: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법질서의 차이, 이방인으로서의 어려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룻 1:13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말씀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겪은 고난의 아픔들을 적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행에 대한 대처(룻기의 7가지 주요 메세지 #2) 

o 고난은 성도에게 불필요한 것일까요?  

o 시편 119 편에 담긴 고난의 성경구절들 

[시 119:6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119:7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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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19:9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119:1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119:15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기타 고난의 성경구절들 

[사 49: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 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후 1:5-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딤후 1: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후 12: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고난과 불행에 대한 성도의 대처 방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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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 나오미의 선택: ________ 

[룻 1: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룻 1:11, 12] 내 딸들아 돌아가라 

[룻 1: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 오르바의 __________ 선택 

o ________ 선택, 그러나 ________이었을까? 

o 무대에서 사라진 오르바 

 

• 룻의 선택 

[룻 1:16-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16-17 절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적어 보세요. 

16 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랑에 근거한 효의 실천 (룻기의 7 가지 주요 메세지 #3) 

 

o 언어, 풍습, 사고방식, 가치관이 전혀 다른 환경에 룻이 자신을 내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o _________________________ (룻기의 7 가지 주요 메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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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 1:19-22 

베들레헴 도착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나오미의 한탄 

 

1.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룻 1: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온 성읍이 크게 소동하였습니다. 

    → “이이가 나오미냐”에 담긴 뉘앙스는? 

 

2. 룻 1:20-21 에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룻 1:20-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마라”라 부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나오미의 탄식은 ________이며, 하나님에 대한 ________________ 입니다. 

     [호 6: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나오미의 고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