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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정복후 약 400 여 년에 걸친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압제, 그리고 회개와 새로운 평안의 도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신앙의
시대요, 혼란의 시대였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면면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본서 '룻'의 이야기이다.
Ⅰ. 명칭
히브리 맛소라 성경은 본서의 명칭을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이름을 따라 칭하였는데,
'70 인역'(LXX), '라틴 불가타역'도, 영어성경도, 한글 개역 성경도 '룻기'라 칭하였다.
Ⅱ. 저자
'탈무드'(Baba Bathra 14b)는 '사무엘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노만 L. 가이슬러'(Norman L. Geisler)와 같은 학자들은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사무엘이거나 동시대의 인물이
기록했을 것이다.
Ⅲ. 기록 목적과 연대
기록 목적은 '이방의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었으며, 마침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기록 연대는 왕정이 시작하는 기간인 B.C. 11 세기에서 10 세기 초로 보아야 한다.
Ⅳ. 특징과 구조
룻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유일하게 '내용 전체를 한 여인의 가정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암시와 예수의 족보가 갖는 역사성을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룻기는 룻의 사랑 (1-2 장)과 보상받은 룻의 사랑 (3-4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장은 룻의 결단,
2 장은 룻의 헌신, 3 장은 구원자의 등장, 4 장은 룻의 상급으로 정리된다. 역사적인
Ⅴ. 룻기의 역사적 배경
본서의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혼란
시대, 즉 '사사 시대'이다. 그 증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본서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임을 선언한 룻 1:1 절의 말씀이다. 룻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선언은 본서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말씀이다. 둘째, 다윗의
족보를 기록한 4:18-22 절의 말씀이다. 다윗의 족보에 의하면 본서에서 룻의 친족으로 등장하는
보아스와 다윗간의 격차가 4 대밖에 안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룻의 시대적 배경이
다윗으로부터 4 대 위의 시대, 즉 사사 시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VI. 룻기의 모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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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는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도 많은 상징들과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룻은 신도들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
(2)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3) 나오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4) 오르바는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믿기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방 세계를 상징한다.

VII. 룻기의 핵심단어, 핵심절, 핵심장
핵심단어: 기업 무를 자 (Kinsman-Redeemer), 핵심절: 1:16; 4:22, 핵심장: 4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