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종으로 정복한 여리고성

1

해설자 :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모세 : “여호수아야,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땅이 있단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끌고 가거라.”

여호수아:  “네, 알겠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저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

여자: “와아, 엄마 저기야!” 

남자: “와아…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여자: “와아 기대된다. 빨리 가고 싶어” 

여자 2:  “기대돼요” 

남자 :  “너무 좋아요…”

여자 2:  “근데 저기 큰 성벽이 있는데요?”

남자 : ”허?” 

여자 :“와…”

해설자  :  가나안 땅 입구에는 튼튼한 여리고 성벽이 지키고 있었어요.

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절대 얼씬도 못하도록 튼튼히 지키거라~~~~”

남자, 여자, 여자 2: “예, 알겠습니다”

해설자  :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  “저 성 안으로 들어가 잘 살펴보고 오너라”

남자, 여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해설자  :  여리고 성에 들어간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묶게 되었어요. 

라합: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묵게 해 드릴게요. 대신 소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하게 되거든 저희 가족을 꼭 좀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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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탐꾼 1: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병사 : “이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 똑바로 말해!”

라합: .“어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어머… 난 몰랐네…

그 사람들 벌써 저 쪽으로 갔어요. 지금쯤 뛰어가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을거에요. 꼭 좀 잡아주세요!”

남자, 여자:  ‘저쪽이다… 잡아라~~~잡아라~~~ 잡아라~~~”

해설자  : 여리고성에 갔던 두 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탐꾼 1: “그들은 여리고 성을 아주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

정탐꾼 2: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

해설자  : 그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 “너희 모든 군사는 여리고 성을 돌아라. 제사장들도 뿔나팔을 불며 함께 돌아야 한다. 

육일동안 하루에 한바퀴 씩 돌고 육일 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아라.”

여호수아: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

해설자  :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삼일이 지나고 사 일이 지나고 오 

일이 지나고 육 일이 지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여자: “와아!!! 하나님… 할렐루야~~~~~”

남자 ,여자 : “와아,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와아~~~” 

해설자  :  사람들은 기뻐하며 성 안으로 들어 갔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지요. “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자 :  “ 선생님 성경동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기생 라합은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준 거에요?”

여자 2: “기생 라합은 이방인 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단다.”

여자 : “아하 그렇군요, 선생님 다음에도 성경동화 또 들려주세요~~~”

여자 2: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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