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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시편 91:1-16 

본문: 여호수아 2:1-24 

제목: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냈다. 

이전에 모세는 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민 13:1-16) 

이번에는 두 명만을 몰래 보냈다. 이전에 자신과 갈렙외에 열 

명의 정탐꾼들이 흉보를 전하여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믿음을 가진 두 명만을 비밀리에 보냈다. 

사탄의 방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그들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금방 알아 챈 여리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보안상태가 얼마나 삼엄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 

라합을 예비하셨다. 그녀가 비록 창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미리 예비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고 말하라. 또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눅 10:5-7)고 말씀하셨다. 창녀 라합의 집에 

화나님의 화평이 있었다. 그 화평으로 인해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녀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뜻을 이루시기 원하심을 알 수 있다. 비록 창녀 

라합은 부정한 여인었기에 그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에 

대하여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 

11:31)라고 증거했다. 그녀의 믿음은 죽음까지지도 불사하는 

믿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중심을 미리 보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다 (엡 2:8). 

 

     하나님께서는 창녀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선포하신 것이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 보장해 줄 것을 청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13 절)고 부탁했던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들을 구속하여 믿는 자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두 정탐꾼들을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네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 줄을 매어 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비의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네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18-19절)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앞서 가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분을 믿어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 없으며,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이미 심판받아 망했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요 16:8-11).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즉시 창문에다 주홍색 실을 

매달았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합은 

그녀가 지체하여 여리고가 멸망할 때가 되면 경황이 없을 것을 

미리 알고 즉시 주홍색 실을 창문에 매달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을 본다.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평안할 때 미리 복음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다. 

 

     마침내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했다:“참으로 주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민들마져도 우리를 인하여 힘이 빠졌나이다.”(24)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정탐꾼으로 보내셨다. 그때마다  

라합같이 예비된 죄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기에 여호수아같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주, 

만왕의왕”으로 오실 때에 주홍색 실을 매달아놓은 집 외에는 

모두 멸망할 것을 확인시켜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참으로 주께서 이 지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믿음의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칠십인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눅 10:17)라고 

복종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 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18-20) 

 

     이렇게 믿음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창녀 라합은 

엄청난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바로 그녀는 살아있을 때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마 

1:5-6)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보상에 대하여 스머나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계 2:10)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정탐꾼으로 보내셨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라합같은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탐꾼들 처럼 주님께 믿음의 보고를 드리자! 

여호수아 같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입성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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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 Psalms 91:1-16 

Main scripture: Joshua 2:1-24 

Subject: God sent us to the world as spies 

     Joshua sent two men to spy secretly to Jericho. Moses had sent 

twelve spies to the land of Canaan (Num. 13:1-16); only two men 

were sent to Jericho this time. Joshua must have remembered ten 

men who made discouraging report to Moses except Caleb and 

himself. So he sent only two men of faith secretly. It was a wise 

action to avoid the temptation of the Satan. 

      They were found so quickly by the men of Jericho when they 

were staying at a harlot’s house, named Rahab: their information 

system must have been so strict. But God had prepared a woman, 

Rahab to do his will. Even though she was a harlot, God already 

had seen her person in the heart, and prepared her for the two men. 

Lor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5
And into whatsoever house ye 

enter,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  
6
And if the son of peace 

be there, your peace shall rest upon it: if not, it shall turn to 

you again. 
7
And in the same house remain, eating and drinking 

such things as they give: for the labourer is worthy of his hire. 

Go not from house to house.”(Luke 10:5-7)There was peace of 

God in the house of Rahab so that she could overcome all the fear 

to hide the two spies. 

     God used Rahab to testify how he had brought fear upon the 

people of Jericho, so that the two men might confirm the will of 

God that he already had given Jericho to Israel. God always 

prepares a divine meeting among men of faith to do his will. Rahab, 

the harlot must have needed salvation of God believing herself 

sinner for her family. The writer of Hebrew testified, “   31
By faith 

the harlot Rahab perished not with them that believed not, 

when she had received the spies with peace. “(Heb. 11:31)  Her 

faith was not to care about death. In other word, she must have 

trusted in the Lord unto death. God must have given her the faith 

as a gift foreseeing her person (Eph 2:8). 

 

     God had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in advance through the 

faith of Rahab, and harlot,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Acts 16:31) Rahab 

asked a favor of salvation for her family as a reward for hiding the 

two men saying, 
“13

And that ye will save alive my father, and 

my mother, and my brethren, and my sisters, and all that they 

have, and deliver our lives from death.”(v 13) 

 

     Foreseeing the remission of sin through the redemption by the 

blood of Jesus, the Holy Ghost spoke through the two spies: 

 “18
Behold, when we come into the land, thou shalt bind this 

line of scarlet thread in the window which thou didst let us 

down by: and thou shalt bring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thy brethren, and all thy father's household, home unto 

thee.  
19

And it shall be, that whosoever shall go out of the doors 

of thy house into the street, his blood shall be upon his head, 

and we will be guiltless: and whosoever shall be with thee in 

the house, his blood shall be on our head, if any hand be upon 

him. “(vss 18-19) 

 

         Nowadays,  Lord Jesus sent us two by two to preach the 

gospel to make every man that repents and receives the Lord Jesus 

by faith in his blood. Lord Jesus commanded to the disciples,“…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Acts 1:8) 

The Holy Ghost goes ahead of us wherever we may go to preach 

the gospel to reprove the world of sin, of righteousness and 

judgment to let them know that they are Foreseeing the remission 

of sins through the redemption by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for the believers, the Holy Ghost spoke sinner because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they cannot go the heaven because of  

not believing in him, and the prince of the world are judged to 

destruction (John 16:8-11). 

 

     Rahab bound the scarlet line in the window as soon as the two 

men left. Nowadays, people are willing to receive the Lord Jesus 

upon hearing the gospel of Christ. Knowing that it might be 

difficult to bind the scarlet line at the time of judgment, she did it 

right away. Many people want to postpone receiving the Lord 

Jesus, but they may not have second chance later on. What a 

foolish mind it may be! It is the right time to receive the Lord Jesus 

in all the heart at the time of peace. 

 

     Finally, the two spies reported to Joshua by faith, saying, 

“Truly the LORD hath delivered into our hands all the land; 

for even all the inhabitants of the country do faint because of 

us.”(v 24) 

Lord Jesus has sent us to the world as spies secretly. He always 

prepares sinners who need salvation, and protects us from all 

danger. When LORD OF LORD and KING OF KINGS return to 

the world, only houses with the line of scarlet of the blood of 

Christ shall be saved. Men of faith are pleased to report to the Lord 

saying, “Truly the Lord has delivered into our hands all the earth.” 

 

     Seventy disciples reported to the Lord saying, “ 
18

And he said 

unto them, I beheld Satan as lightning fall from heaven. “(Luke 

10:17) Jesus answered them,  “19
Behold, I give unto you power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shall by any means hurt you. 
20

Notwithstanding in this rejoice not,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unto you; but rather rejoice, because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Luke 10:18-20) 

 

      Rahab, the harlot received a great reward for hiding the two 

spies in peace. She couldn’t imagine how much great reward for 

her when she was alive; she was to be the grand, grandmother of 

King David to be in the genealogy of King Jesus:“
5
And Salmon 

begat Booz of Rachab; and Booz begat Obed of Ruth; and 

Obed begat Jesse;  
6
And Jesse begat David the king; and David 

the king begat Solomon of her that had been the wife of Urias; 

“(Matt. 1:5-6) 

 

     Lord Jesus appeared to Apostle John to speak to the angel of 

Smyrna,”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Rev 2:10) 

Let us go to the world as spies secretly to preach the gospel to the 

souls prepared as Rahab! And let us report to the Lord by faith! Let 

us be faithful to the Lord until he comes back to the ear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