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룻기 

룻기 3 장: 타작 마당에서의 청혼 

1 장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과 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2 장에서 나오미는 넘치는 은혜와 소망을 발견합니다. 또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3 장에서는 그 

소망이 구체화되며 4 장에서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기획하고 룻이 우아하게 수행한 타작 마당에서의 청혼은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REDEMPTION 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룻의 안식을 위한 나오미의 노력 (1-5 절) 

룻의 안식 

1: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you may find rest)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3: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should I not seek rest for you)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 4:1-3, 11   

마 11:28-30 

나오미의 계획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무를 친족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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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 (6-13) 

룻의 청혼 

3:9 옷자락 

2:12 날개 

말 4:2  

마 9:20-21  

 

보아스의 답변(10-13)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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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2: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3: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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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미의 깨달음 (14-18) 

사 62:7 

합 2:14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구속의 기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