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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복음�
창 1:1-5, 계 22:1-2 

 

말씀 요약 

물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생명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성경에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물의 이미지는 ‘생명’입니다. 창 1:2 은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과 명령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실함과 열심으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예, 어머니의 양수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조성되는 과정 
 

두 번째로, 물의 상징성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6 장부터 나오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물의 이미지를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모든 생명이 출발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셔서 창조 사역을 역으로 되돌이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물의 
심판에서부터 살아 남게 되고, 모든 인류의 새로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 ‘테바(Tevah, הָבֵּת )’ :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예수 그리스도 
 

세번째 이미지는, ‘씻김’ ‘깨끗게 함’ ‘정결케 함’ 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죄와 허물로 혼탁해진 우리 영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물은 그 때나 지금이나 더럽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굉장히 유사한 기능입니다. 
(요일 5:6-7) 

*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과 피 : 온 인류의 죄씻음을 위해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물은, “소생’과 “완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그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온 열방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겔 47:1 이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1-2 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나온 생명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땅과 인류 구원의 완성된 모습, 즉 새 에덴의 

모습을 가르킵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받은 세례 (물 세례)가, 이전의 나의 삶은 죽었고 (“죽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생명”),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깨달으셨나요? 

오늘 나는 내 삶에서 세례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나요? 

 
2. 나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소망합니까? 그 물이 내 영혼을 

적시고 채우셔서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고, 왕으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나요? 아직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완전한 모습으로 

소성시키실 아름다운 생명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원하십니까? 
 

3. 이런 소망을 종말론적 소망 (Eschatological Hope) 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 (성공관, 재물관, 가치관 등)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나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에 
가깝나요, 아니면 세상적 세계관에 가깝나요? 내 세계관이 성경적이 되려면 나는 어떤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