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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구하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34-36)
소요리 문답

문 8: 하나님께서 그 예정[미리 작정하신것]을 어떻게 이루 시는가?
답 8: 하나님께서 그 예정[미리 작정한신것]을 이루시는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예레미야 애가 3:37-38 –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골로새서 1:16-17 –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I sing the Mighty Power of God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9Iso_fCDtHg) – Sing along!
(https://www.youtube.com/watch?v=wvImkruloLo) 한글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모압여인 룻 (룻기 2:1-23) – 성경본문을 뒷면에 있습니다

•

어떤 상황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남은 이삭을 줍게 되었나?

•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필요를 채우셨는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

가족, 교회, 친구, 선교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마무리하는 것을 하십시요.

•

예배를 마친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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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 2:1-23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들렸느니라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12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13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하매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르렀더라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먹고 남았더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뉘 소녀냐

하고 책망하지 말며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16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드리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19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9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마실지니라

보아스니이다

10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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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니라

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21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추수를 다 마치기 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있으라 하더이다
22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