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Theme: 생수의 강 The River of Living Water 

본문 Scripture: 요한복음 John 7:37-39절 

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Now on the last day, the grea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and cried out, 

saying,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But this He spoke of 

the Spirit, whom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to receive; for the Spirit was 

not yet given, because Jesus was not yet glorified.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 즉 유대에는 

가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절) 

이 때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2절) 

(참고)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유월절-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막절-장막절, 수장절). 성경에 레위기 23:33-44절과 신명기 

16:13-15절에 나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 부르며 

추분과 가까운 음력 대 보름 저녁부터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지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초막에서 지켜 주시며 안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추수한 것을 잘 보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7일동안 제사를 

드리고 8일째 안식을 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본문에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지나고 

칠칠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 올 시점이라면 가을이 지나 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2절). 이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로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3-5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 올 때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 년 공생애 기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초기에 많이 하셨고, 그 다음 해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는 이적과 능력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지 않고, 주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유월절을 기다리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의미 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공생애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함께 외치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 그런 유명한 

상태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일이 없었던 시기였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시고 또 기적과 능력 즉 표적을 행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할 때 수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 왔고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나왔던 그런 인기기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이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없고 능력도 행하지 않아, 사람들 기억 

속에서 평범한 선생 중에 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의미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늘 준비 

되어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언제든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내 따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이유는 세상은 즉 예수님을 싫어하여 죽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미움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따르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약속해 놓으신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올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성경에 약속하신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혼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지만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고 했습니다(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오셨을 것으로 믿고 찾아 

다녔습니다(11절). 그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12절과 13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에 올라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일부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 이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7절)고 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싫어하며 

미워하였고 만나면 죽일 정도로 분위기가 삼엄하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13절). 7일동안 이어지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정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겼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알고 또 그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놀라움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15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는가 하니”).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세상 스승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하신 것은 18절에 그 말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보다 자기 영광 나타내기를 좋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여 18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태내기 때문에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직접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직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역에 가슴이 찔린 유대인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20절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줄 

아는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27절). 그 내용은 그들이 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고, 메시야 즉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 지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메시야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28-29절) 

하셨지만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즉 실천하는 자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0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이 외침에 대하여 군중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시는 표적이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질문하자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3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이 더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속들을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아도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33절) 

하시면서 그 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34절)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천국에 영원히 올 수 없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감히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초막절 7일 중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37-38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39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내용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37절 “내게로 

와서”) 

1.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2.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3.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둘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38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1.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7-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3.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2: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셋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39절 “믿는 자의 받을”) 

1.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20: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2.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 사도행전 1: 4-5절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사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 누가복음 

22: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 요한복음 

20: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