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안 정복존

열 두명의 정탐꾼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모세야,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면 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인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모세가 12명의 사람들을 가나

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러 가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봐. 그리고 그들

이 사는 땅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도 보고 땅이 좋은지 아니면 땅이 말랐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

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과일을 가지고 오렴.”

그러자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40일 동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

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 가니깐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하고 기름진..)

보세요. 그 곳에서 가져온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요. 그

뿐만 아니에요. 그 곳에서 아주 몸이 큰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의 한 명이었던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올라갑

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확실히 이길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함께 갔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못 올라가.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쁜 말을 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키가 엄청 큰 사람들이야. 거기서 아주,아주 몸

이 큰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어.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이 작아보였어.”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

친구들,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한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곳에는 아주 몸이 큰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있어요.”

친구들,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정말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는데 그 곳에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을 말해서 하나

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못한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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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

고 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

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꼭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번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상황은 언제나 낙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400년 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스라

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쫒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

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애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야했어요.나를 둘러

싸고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갔어야 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나쁜 사실들만 기억하

고 자기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나를 둘러싼 나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요. 약하고 능력없는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둘러싼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완벽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PPT 내용

열 두명의 정탐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