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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의 복음
에스겔 47:1-12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생수의 복음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1. 하나님은 생수의 _____________ 이 되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겔 47: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1)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

2. 성전의 _____________ 는 작게 흘러나와 점점 충만해 집니다.
1) 생수의 원리는 작게 시작해서 ______________ 충만해 지는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
2) 생수의 원리는 작게 시작해서 ______________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생수가 __________________ 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둘째, 생수가 __________________ 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셋째, 생수가 __________________ 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넷째, 생수가 __________________ 까지 충만한 단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3. 하나님은 생수를 값없이 ______________ 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1) 생수의 근원이신 ______________ 께 나아가십시오.
2) 생수를 _______________ 하십시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 4:10하)
3) 생수를 받아 _______________ 하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 55:2)

나가는 말: 생수는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요 4:10)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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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pel of Living Water
Ezekiel 47:1-12

Opening Remark: The glorious gospel of Christ is a gospel of living water.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that displays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2Co 4:4)

1. God is the ______________ of living water.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entrance to the temple, and I saw water coming out from under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oward the east (for the temple faced east). The water wa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south of the altar.” (Eze 47:1)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s clear as crystal,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Rev 22:1)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They have forsaken me, the spring of living water, and have dug
their own cisterns,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Jer 2:13)

2. The __________________ of the temple starts with a weak flow but gradually becomes full.
1) The principle of living water starts small but _________________ becomes full.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Job 8:7)
2) The principle of living water starts small but ________________ enters into a fully filled phase.

First, the living water reaches the ________________.
Second, the living water reaches the ___________________.
Third, the living water reaches the _________________.
Fourth, the living water reaches fully to the _________________.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Jn 7:38)

3. God freely allows the living water that is abundantly rich in _______________.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and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 (Rev 22:17)
1) Come to _____________, the source of living water.
2) ______________ the living water.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Jn 4:10)
3) Receive the living water and ______________ from it.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you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 (Isa 55:2)

Closing Remark: Living water is a gift God gives to those who gives in Him.
“If you knew the gift of God… you would have asked him…” (Jn 4:10)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ph 2:8)
source, living water, gradually, entirely, ankle,
knee, waist, head, grace, God, Seek, dr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