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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John 1:16 ESV 

Now these things happened to them as an example, but they were written down for 
our instruction, on whom the end of the ages has come. 1 Corinthians 10:11 ESV 

36 Thus both of Lot’s daughters became pregnant by their father. 37 The older daughter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Moab. He is the father of the Moabites of today. 
Genesis 19:36-37 BSB 

Then Israel sent messengers to the king of Edom, saying, ‘Give us permission to go 
through your country,’ but the king of Edom would not listen. They sent also to the 
king of Moab, and he refused. So Israel stayed at Kadesh. Judges 11:17 NIV 

No Ammonite or Moabite or any of their descendants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not even in the tenth generation. Deuteronomy 23:3 NIV 

God will work His astonishing grace in those who diligently __________ Him 
16 But Ruth replied,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even death separates you and me." Ruth 1:16-17 NIV 

“Yes it is, Lord,” she said.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Matthew 15:27 NIV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diligently seek Him. Hebrews 11:6 
NKJV 

God works His astonishing grace in those who are _______________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Ruth 2:12 NIV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so that in due time He may 
exalt you. 1 Peter 5:6 BSB 

Your background does __________ disqualify you from God’s grace 
25 Concerning the Gentiles, God says in the prophecy of Hosea, “Those who were not 
my people, I will now call my people. And I will love those whom I did not love before.” 
26 and, “It will happen that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  Romans 9:25-26 NLT

오늘의 성경 말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6 우리말성경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고
린도전서 10:11 우리말성경 

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
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창세기 19:36-37 개역개정 

그들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였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사사기 11:17 현대인의성경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의 후손은 10대까지뿐만 아니
라 언제까지나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3 현대어성경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분을 __________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16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
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
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
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1:16-17 바른성경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
러기들을 먹습니다." 하므로, 마태복음 15:27 바른성경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
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
다. 히브리서 11:6 

하나님께서는 _______________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
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룻기 2:12 바른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6 
개역개정 

당신의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격을 박탈시키지 _______________ 
25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26 “‘너희
는 내 백성이 아니다’하고 말씀하신 그 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9:25-26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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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romise is to you and to your children, and to all who are afar off, as many as 
the Lord our God will call.” Acts 2:39 NKJ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elements of the story of Ruth in the Old Testament (or the Canaanite 

woman in the New Testament) speak to you most? 

2. Pray for each other to be humble and to seek God diligently.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
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39 개역개정 

토론 & 기도 제목: 
1. 구약성경의 룻(또는 신약성경의 가나안 여인)에 대한 내용 중 어떤 요소가 당신에게 가
장 많이 와 닿습니까? 

2. 겸손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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