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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9.�The�Faith�of�a�Foreign�Woman��

제 9 장�한�이방�여인의�믿음�

�

Key�Question:�How�does�God�show�loving�kindness�directly�and�through�the�hands�of�his�

followers?�

핵심�질문:�하나님께서는�그의�인자하심을�어떻게�직접적으로�그리고�그를�따르는�사람들을�통해서�

보이십니까?�

�

�

�

첫째날,��Naomi�Emptied�빈손이�된�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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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 of Ruth begins with Naomi’s family traveling from Bethlehem to Moab, a foreign land 

unfriendly to Israelites. Eventually, Naomi would return and say that she left Bethlehem full, but returned 

empty.  

룻기는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 않는 이방 땅 모압1으로 떠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에 나오미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가진 것이 많았지만, 

돌아 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 (a) Bethlehem means “house of food.” Ironically, what was Bethlehem empty of that caused  

     Naomi’s family to travel to Moab (Ruth 1:1)? 베들레헴은 “떡집” 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과는 

     반대로  베들레헴에 무엇이 없기에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여행하게 되었나요? (룻 1:1) 

 

(b) Of what else was Naomi emptied (1:3)? 

     나오미는 또 누구를 잃었습니까? (1:3)? 

 

(c) How did they attempt to fill their family (1:4)?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가족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1:4)?  

 

                                                           
1
�The�Moabites�descended�from�Abraham’s�nephew,�Lot.�모압족속은��아브라함의�조카인�롯의�후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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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aomi’s daughters-in-law bore no children, leaving Naomi empty of what?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e) Of what was Naomi then emptied (1:5)?  

  그리고나서 나오미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1:5)? 

  

Naomi heard that the Lord has provided food in Bethlehem so she and her two daughters-in-law set off 

for Bethlehem. She changed her mind, though, and told the girls to return to their mothers in the hope of 

the Lord giving them new husbands. In those days, widows usually faced poverty unless they remarried, 

and she probably thought the girls’ prospects of finding a husband in Bethlehem bleak because of the 

mistrust between the Israelites and Moabites.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었을 때,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녀들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재혼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서 남편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What reason did Naomi give the girls for why they shouldn’t go with her (Ruth 1:11)?  

나오미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녀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나요 (룻 1:11)? 

 

 

God in his loving kindness gave the Israelites a law to help widows who had no sons. A brother of the 

widow’s husband was to marry her, care for her financially, and provide a son who could inherit her 

husband’s property and carry on his name. This kept her from destitution. But Naomi couldn’t provide 

sons for them, so she wanted them to stay in Moab where she thought they’d have the best chance of 

finding husbands.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아들이 없는 과부를 도울 수 있는 한 율법2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과부의 남편의 형제는 그의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녀를 경제적으로 돌보고, 그녀의 남편의 기업을 이어받아 

남편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과부를 빈곤으로 부터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 아들을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모압에 남아서 그녀들의 남편을 만날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2
�Deuteronomy�25:510.�Brother-in-law�in�Latin�is�levir,�so�this�is�called�a�“levirate�marriage.”�신명기 25:5-10.�

��시숙(시동생)는�라틴어로�레비르�인데,�그래서,�이것을�레비레이트�결혼�(계대결혼:�죽은�남편의�형제가�그�과부와�결혼하는��

��관습)�이라고�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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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ah tearfully kissed Naomi good-by. But not Ruth. Ruth wrapped her arms around her weeping 

mother-in-law and refused to let go.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에게 작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팔로 감싸 안고 울면서,  떠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3. (a) How did Ruth show loving kindness to Naomi and put Naomi’s needs above her own (Ruth  

     1:16–17)?  룻은 어떻게 나오미에게 그녀의 사랑과 친절을 보였으며, 자기 자신보다 나오미의  

     필요를 더 중시 여겼습니까?  

 

(b) To whom besides Naomi did Ruth commit herself, and what did that say about where her  

     faith resided?  룻은 나오미 외에 누구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그녀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c) If possible, describe a time someone showed loving kindness to you as Ruth did to Naomi. 

     룻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사랑과 친절을 당신에게 보였던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When Naomi arrived in Bethlehem with Ruth, she told the women there to no longer call her Naomi, 

which means “pleasant,” but rather Mara, which means “bitter.”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곳의 여인들에게 자신을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4. (a) How did Naomi describe the way she left Bethlehem (Ruth 1:21)?  

     나오미는 그녀가 베들레헴를 떠날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룻 1:21)  

 

(b) How did she describe the way she returned?  

     그녀는 그녀의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c) How might Ruth have felt over this?  

     룻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d) Is it important to have a bit of a tough skin when talking to the grieving? Why or why not?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과 대화 할 때에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렇까요? 또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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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In�Boaz’s�Field��보아스의�밭에서����

Pages�123124�

�

God showed loving kindness to his people by providing laws to help the poor. When workers harvested 

fields, they weren’t to go back and pick up missed grain, but were to leave it for the poor to gather, a 

process called gleaning. Ruth asked Naomi to allow her to glean so they’d have food.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율법을 제공하심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일꾼들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 그들은 미쳐 줍지 못한 곡물을 다시 줍기 위해 돌아서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줍도록 놓아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삭줍기3라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이삭줍기에 참여할 것을 허락해 달라 했습니다. 

 

5. (a) In Ruth 2, in what ways did Boaz show loving kindness to Ruth by going above and beyond  

     God’s requirements?  

     룻기 2 장에서 보아스4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이상으로 그의 인애를 룻에게 

     보여주었나요? 

 

 

(b) Briefly describe a time someone blessed you by giving you more than required of something.  

     How did that make you feel?   

     기대이상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3
�Leviticus�19:910;�23:22;�Deuteronomy�24:19.��레위기 19:9-10;�23:22;�신명기 24:19.��
4
�Boaz’s�extra�sensitivity�to�Ruth’s�plight�may�have�come�from�Rahab�being�his�mother�or�grandmother�or�

ancestress.�보아스가�룻의�어려움에�민감하게�반응한�것은�그의�어머니�또는�할머니,��그�이상의�선조일�수�있는�“라합”�으로�

부터�기인한�것이라�생각할�수�있습니다.��Matthew�1:5�reads�Rahab�was�the�“mother”�of�Boaz,�but�the�words�for�

father,�son,�and�mother�had�broader�meanings�in�the�Bible�than�we�use�in�English,�and�genealogies�were�often�

telescoped—that�is,�shortened�to�the�most�important�names.�(Matthew�1:8�telescopes�when�it�skips�three�

generations�between�“Jehoram�the�father�of�Uzziah.”)�마태복음�1:5�은�라합은�보아스의�어머니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나,�성경에서�쓰는�아버지,�아들,�그리,�어머니�라는�단어의�범위는�우리가�영어에서�쓰는�것보다�넓고,�족보는�종종�

축약되기도�합니다.��대부분�중요한�이름으로�축약됩니다.�(마태복음 1:8�은�웃시야의�아버지�요람�사이에�3세대가�

생략되었습니다.)�Jericho�probably�fell�about�1380;�if�Rahab�were�twenty�at�the�fall�and�bore�Boaz�at�fifty,�he�

would�have�been�born�about�1350.�David�was�born�in�1040.�That�would�leave�310�years�for�Boaz�to�Obed�to�

Jesse�to�David,�which�would�mean�Boaz,�Obed,�and�Jesse�were�bearing�their�sons�at�an�average�age�of�103!�

여리고�성은�아마도�B.C.�1380�에�무너졌을�것입니다.�만일�성이�무너질�당시�라합이�20 세�였고,�그가�50 세에�보아스를�

낳았다고�하면,�보아스는�B.C.�1350�에�태어�났을�것입니다.�다윗은�B.C.1040 에�태어났습니다.�그것은�보아스,�오벳,�이세,�

다윗까지�310 년의�시간이�되는�것이고,�그것은�보아스,�오벳,�이세가�그들의�아들을�평균�103 세에�낳았다는�것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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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Naomi saw the huge amount of grain Ruth brought home, she knew someone had extended extra 

kindness.  

나오미는  룻이 집으로 가져온 많은 양5의 곡식을 보았을 때, 누군가 기대이상의 친절을 배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 (a) What did Naomi say the Lord had not stopped doing (Ruth 2:20)?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나요? (룻기 2:20) 

 

(b) What evidence had there been so far that God was showing kindness to Ruth and Naomi?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c) What evidence do you have of God showing loving kindness to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Naomi told Ruth that Boaz was one of their kinsman-redeemers. God provided laws that called on close 

relatives to care for each other in time of need. One of them stated if an Israelite became poor and had to 

sell land, the closest male relative with financial means was to redeem, or buy back, the land. Naomi saw a 

way this law might help them.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들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고, 기업을 무를 (다시 사올) 수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척들이 필요한 때에 서로 돌보도록 하는 율법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법 중의 하나에 의하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 중 어떤 이가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아야 하면, 재정적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남성이 그 땅을 물러서, 즉 다시 사서6, 그에게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율법이 어쩌면 그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     

 

                                                           
5
�The�New�American�Commentary�estimates�between�30�and�40�pounds.��뉴어메리칸�주석은�30~40�파운드의�

양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6
�Leviticus�25:25.�The�original�owner�could�get�back�his�land�by�buying�it�back�if�he�prospered,�or�by�waiting�

until�the�Year�of�Jubilee,�a�special�time�God�set�up�for�all�land�to�be�returned�to�the�original�owners�who�had�

lost�it�through�poverty.�In�Israel,�God�owned�the�land�and�allowed�the�people�to�live�in�it�as�tenants�as�part�of�his�

covenant�with�them.�레위기�25:25��원소유자는�그가�부유해졌을�때�그의�땅을�다시�사서�자기의�것이�되게�할�수�

있었습니다.�또는�하나님께서�특별히�정하신�희년의�때까지�기다려야�했는데,�희년에는�가난으로�인해�잃어버렸던�모든�땅을�

원�주인에게�다시�돌려주어야�하는�해입니다.��이스라엘에서는�하나님께서�모든�땅을�소유하고�계셨고,�하나님께서�그들과�

맺은�계약에�따라�그들이�그�땅에�세들어�살도록�허락하시는�것이었습니다.�
7
�Elimelech�likely�sold�his�property�before�he�left�for�Moab,�with�the�hope�of�redeeming�it�when�times�got�better.�

Land�didn’t�typically�pass�on�to�widows,�but�the�right�to�receive�back�the�land�would�go�to�any�son�or�gran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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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날,�On�Boaz’s�Threshing�Floor�보아스의�타작�마당에서��

 Pages 124–126 

Boaz’s kindness stirred hope in Naomi’s heart, and she saw a possible way to provide Ruth a home and 

financial security. It was time to winnow the barley—they arrived in April at the beginning of harvest and 

it was now early June. Naomi told Ruth to wash, perfume herself, and put on her best clothes. She sent her 

off to the threshing floor where Boaz and his workers would spend the night.   

보아스의 친절은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일으켰고, 그녀는 룻에게 가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수의 시작인 4 월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는 키질하는 때였고, 지금은 

6 월 초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8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밤새워 일하는 타작마당으로 보내었습니다. 

 

When all were asleep, Ruth quietly laid down at Boaz’s feet. In the middle of the night, he awoke and 

discovered her.  

모두가 잠 들어 있을 때, 룻은 조용히 보아스의 발 아래 누웠습니다.  한 밤 중에 보아스는 깨어서 룻을 

발견합니다.  

 

7. (a) What did Ruth ask Boaz to do (Ruth 3:9)? The word translated corner is literally wings. She 

     was asking Boaz to marry her and give her the wings of protection that a husband can give a  

     wife.  

     룻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합니까 (룻 3:9)?  “옷자락”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날개” 입니다.  사실상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보호의 날개를 그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b) What reason did Ruth give for her request?  

     룻은 그녀의 요청에 대해 어떤 이유를 제시 하고  있습니까? 

 

Back when Ruth first met Boaz in the field, Boaz had talked about protective wings.  

돌이켜 보건데, 룻이 처음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는 이미 보호하는 날개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Naomi�might�have�in�the�name�of�her�husband�or�sons.�엘리멜렉은�모압으로�떠나기�전에�그의�상황이�나아지면�다시�

살�것을�기대하면서�아마도�그의�땅을�팔았던�같습니다.�보통�과부는�남편의�땅을�물려받을�수�없었고,�땅을�돌려받을�권리는�

남편의�가문을�통한�나오미의�아들이나�손자에게�있었습니다.���
8
�Naomi�may�have�been�telling�Ruth�to�end�her�mourning�and�put�on�clothes�that�showed�she�was�ready�to�

marry.�나오미는�룻에게�이제는�슬픔을�끝내고,�결혼할�준비가�되었음을�보이는�옷을�입으라고�말했던�것�같습니다.��



                                  
                        하나님�이야기,�나의�이야기,��그리고,�우리�이야기…��������������������������������������������������������������������������������잃어버린�영혼을�찾아 
 

제 9과�룻���������������7�|�P a g e �

 

8. (a) Under whose protective wings did Boaz tell Ruth she had taken refuge (Ruth 2:12)?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가 누구의 보호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말합니까 (룻 2:12)?  

      

(b) In what ways had the God under whose wings Ruth sought refuge protected her?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피난처를 찾으려 했던 룻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 주셨습니까? 

 

(c) Briefly describe a way God protected you when you turned to him for refuge in a difficult  

     circumstance.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지켜 

     주셨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Boaz commended Ruth for her kindness to Naomi through this request: not only did she not go to Moab 

to seek a husband as Naomi had first urged her, but even in Bethlehem she didn’t seek marriage to a young 

man, but was loyal to Naomi’s family, who would be most likely to provide for Naomi (3:10).   

보아스는 이러한 요청을 통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룻을 칭찬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처음에 

강권한대로 남편을 찾기 위해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젊은이와 결혼하기 보다는 

나오미를 공양할 수 있도록 나오미의 가문에 충성 했습니다 (3:10).  

 

9. (a) The law required only brothers-in-law of widows to marry widows, but what did Boaz assure  

     Ruth he’d do, once again going farther than the strict requirement of the law?  

     율법은 단지 과부의 시숙 (시동생)이 과부와 결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아스는 그가 엄격한  

     율법의 요구를 뛰어 넘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룻에게 약속했습니까?          

 

(b) Ruth had thought others saw her as just a destitute widow, a despised foreigner, disgracefully  

     barren, and lower than a servant.9 How did Boaz assure her the townspeople viewed her?  

    룻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단순히 가난한 과부, 멸시받는 외국인, 수치스러운 불임, 그리고 종보다     

    천한 신분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읍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신시켜 주었습니까? 

 

(c) Describe someone you consider to be a woman of noble character. What makes her that in  

     your eyes?   

    당신이 보기에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했습니까? 

                                                           
9
�Ruth�2:11,�13.�룻기�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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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re was a hitch: there was a relative closer to them than Boaz.  

그러나,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아스 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

�

네째�날,��At�the�Town�Gate��성문에서�

Pages 126–127 

Boaz went to the town gate where business transactions often took place.  

보아스는 상업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10. (a) What did Boaz tell Naomi’s closest relative (Ruth 4:3)?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룻기 4:3)?  

 

(b) We’re not told why this relative wasn’t already reaching out to help Naomi since the whole  

     town seemed to know her situation. Why is it important not to turn a blind eye to family  

     member’s true needs?   

     우리는 왜 이 친척이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진작에 돕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Naomi was destitute and called upon her closest relative to help if he could, as the law required. The man 

planned to do it until he discovered attached strings.   

나오미는 매우 가난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능하다면, 율법의 요구대로10,  그녀를 

도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를 도우려 계획했지만 나오미에게 딸린 식솔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1. What changed the man’s mind (Ruth 4:5–6)?  

무엇이 그 남자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룻 4:5-6)? 

                                                           
10
�If�Elimelech�sold�the�land�before�leaving,�no�relative�could�permanently�inherit�the�land�while�it�was�possible�

Naomi�might�marry�and�have�a�child�to�carry�on�Elimelech’s�name.�Therefore�she�might�have�been�offering�to�

sell�that�right�of�redemption.�If�Elimelech�didn’t�sell�the�land,�she�might�have�been�asking�a�kinsman-redeemer�to�

buy�it�before�she�sold�to�an�outsider.�만일�엘리멜렉이�떠나기�전에�땅을�팔았다면,��나오미가�결혼하여�엘리멜렉의�

이름을�이을�아들을�낳아서�소유할�가능성이�있는�반면,�그의�친척은�그�땅을�영구히�소유하지는�못했을�것입니다.�따라서,�

나오미는�땅을�무를�자의�권한을�팔려고�한�것일�수도�있습니다.�만일�엘리멜렉이�땅을�팔지�않았었다면,�나오미는�땅을�

외부인에게�팔기�전에�그의�가까운�친족,�기업무를�자에게�그것을�사라고�요청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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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ey he spent redeeming Naomi’s property had to be taken out of his own estate, and her property 

would pass on to a son he’d be responsible to give Ruth. Perhaps he had other children whose inheritance 

he didn’t want to lessen; we don’t know. But he decided not to redeem, and Boaz followed through on his 

word to Ruth.   

나오미의 땅을 무르기 (다시 사기 위해) 위해 그 친척이 써야 할 돈은 자기 자신의 재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가 룻에게 낳게 할 아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는 그들에게 물려줄 상속이 즐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11   

�

�

다섯째�날,�Naomi�Filled��충만해진�나오미�

Pages 127 

Although Ruth had been barren,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and she gave birth to a boy, Obed. The 

townswomen told Naomi this child was her kinsman-redeemer. Not only did he bring her the joy of being 

a grandmother, but he would carry on the family name and inherit the property Boaz had redeemed, 

enabling him to care for Naomi in her old age.   

룻은 과거에는 임신을 하지 못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고, 그녀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그녀의 친족-기업 무를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벳은  나오미로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보아스가 무른 기업을 이어받아 노년이 된 나오미를 돌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2. (a) Consider the ways Naomi had been emptied. Now how has she been filled (Ruth 4:14–17)?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 버렸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가득히  

     채워졌습니까 (룻 4:14-17)?   

 

(b) Describe some of the ways God has filled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득히 채워셨던 일을 나누어  봅시다.  

 

                                                           
11
�Technically,�Moses’�law�didn’t�require�him�to�marry�Ruth.�Since�Naomi�made�this�stipulation�and�Boaz�had�

agreed�to�marry�Ruth�if�he�didn’t,�can�you�imagine�what�would�happen�to�his�reputation�if�he�wanted�to�redeem�

the�land�without�marrying�her?�Besides,�Boaz�had�made�it�clear�he�fully�intended�to�try�to�give�Ruth�a�child�to�

inherit�the�property,�and�this�kinsman�would�then�lose�the�property.�엄밀히�말하면�모세의�법은�그에게�꼭�룻과�

결혼하라고�요구하지�않습니다.��나오미가�이미�이�약정을�주선하여�놓았고,�보아스는�그가(가까운�친족)이�권한을�사용하지�

않는다면,��자신이�룻과�결혼하기로�동의했기�때문에,��만일�그가�룻과�결혼하지�않고,�땅을�무르려고�한다면,�그의�평판이�

어떻게�될지�우리는�상상할�수�있습니다.��게다가,�보아스는�룻에게�자녀가�있게�하여서�그에게�유산을�남겨�줄�의향을�분명히�

했고,�그렇게�된다면�이�친족되는�사람은�그�소유를�잃게�될�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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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gave Boaz, Ruth, and Naomi a blessing bigger than they could imagine, for little Obed would be the 

grandfather of the mighty King David, who would bless all of Israel. And many years later, another 

descendant of Obed would come, this time to redeem the world.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룻,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오벳이 모든 이스라엘의 복이 

되었던 강력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후에 오벳의 또 다른 후손이 

올 것인데,  그때 그는 온 세상을 구속하러 오실 것이었습니다.  

 

13. Because of the loving kindness Ruth showed Naomi, the name Ruth has come to mean friend, the 

word ruth to mean compassion, and the word ruthless to mean cruel and pitiless. Review the ways 

in which God, Ruth, and Boaz showed loving kindness to hurting people. What is a way that you 

can show loving kindness this week to someone in need of compassion?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로 인하여, 룻의 이름은  친구를 의미하게 되었고, 룻 이라는 단어는 긍휼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룻이 없는 것은 (Ruthless) 잔인함과 무자비함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룻, 그리고 보아스가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던 인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당신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애를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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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야기(U PPE R  S TO RY )  

: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늘)  

나의  이야기  ( LOWER  S TORY )   

: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하는  나의  이야기(땅)  

우리의  이야기  (T4T )  

: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야기(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