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하나 나누어봅시다.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룻 2:8-16)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

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

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8-9, 14-16절)

=> 

2.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 룻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11-12절)

=> 

3.‘이삭줍기’라는 율법 규정(레 19:9-10)과 보아스가 행한 율법의 실천을 비교해 봅시다. 

=> 

4.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칭찬과 위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 

5.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 투덜댄 적은 없습니까?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띤다면 어떻게 섬겨보시겠습니까? 

=> 

 기도
      하나님의 돌봄을 바라며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섭리로 회복하셨듯이, 오늘

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비운의 가정을 회

복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울러 보아스처럼 인애를 베풀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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