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역전의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역전이었습니까?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룻 4:11-22)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1.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1-12절)

   => 

2.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훗날 누구의 조상이 될까요?(17,22절)

   => 

3.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축복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11-12절,  

   18-22절)

   => 

4. 모든 것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신 하나님, 이후 다윗의 조상되게 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 

5.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 최근 내 삶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기대  

   합니까? (각자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 

 기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지나가는 인생길이 참 험한 길이요,   

   눈물 골짜기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오늘 이 날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히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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