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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의 능력
에스겔 47:1-12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딤전 1:11)
*생수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대상 29:12)

1. 생수의 능력은 _____________ 의 능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겔 47:8)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2. 생수의 능력은 _____________ 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9)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사 32:15)

3. 생수의 능력은 풍성한 _______________ 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1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4. 생수의 능력은 ______________ 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나가는 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수의 근원지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19: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4)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슥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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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f Living Water
Ezekiel 47:1-12

Opening Remark: God wants us to live in the glory of the gospel.
“That conforms to the gospel concerning the glory of the blessed God, which he entrusted to me.”
(1Ti 1:11)

*The gospel of living water works in wonderful power.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then to the Gentile.” (Rom 1:16)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s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1Ch 29:12)

1. The power of living water is the power of __________________.
“He said to me, "This water flows toward the eastern region and goes down into the Arabah, where it
enters the Dead Sea. When it empties into the sea, the salty water there becomes fresh.” (Eze 47:8)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a 53:5)

2. The power of living water is the power of making ____________________.
“Swarms of living creatures will live wherever the river flows. There will be large numbers of fish,
because this water flows there and makes the salt water fresh; so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Eze 47:9)
“Till the Spirit is poured on us from on high, and the desert becomes a fertile field, and the fertile field
seems like a forest.” (Isa 32:15)

3. The power of living water is the power of bearing abundant ______________.
“Fruit trees of all kinds will grow on both banks of the river. Their leaves will not wither, nor will their
fruit fail. Every month they will bear fruit, because the water from the sanctuary flows to them. Their fruit
will serve for food and their leaves for healing." (Eze 47:12)
“Down the middle of the great street of the city. On each side of the river stood the tree of life, bearing
twelve crops of fruit,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And the leaves of the tree a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Rev 22:2)
4. The power of living water is the power of _______________.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Rom 5:5)

Closing Remark: The cross of Jesus is the source of living water.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Jn 19:34)
“Surely he took up our pain and bore our suffering, yet we considered him punished by God, stricken by
him, and afflicted.” (Isa 53:4)
“And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drank from the spiritual rock that accompanied them, and
that rock was Christ.” (1Co 10:4)
“On that day a fountain will be opened to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o
cleanse them from sin and impurity.” (Zec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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