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수 Living Water

요한복음 4:1-18 



요한복음 4:1-18

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한복음 4:1-18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4:1-18

10.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요한복음 4:1-18

1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1-18

16.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 4:1-4 (배경제공)

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4:1-4 (배경제공)

2:1-12 갈릴리 가나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2:13-25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3:1-15 예수님과 유대인 남자(니고데모)와의 만남

3:16-36 영생에 관한 가르침 / 침례요한의 고백

4:1-42 예수님과 이방인 여자(사마리아여인)와의 만남

4:43-45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

4:46-54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치유하심



THE MEETING JUST CHANGED 

MY LIFE COMPLETELY 

삶을완전히변화시킨만남



수가성 (세겜)

예루살렘-갈릴리로의
여정



4:5-6 (배경제공)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

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

섯 시쯤 되었더라



6시

• 유대시각 – 낮 12시

• 로마시각 – 오전 6시 혹은 오후 6시

• 요 1장 – 10시 ➔ 오후 4시? 

• 요 19장 – 6시 ➔ 새벽 6시? 

• 애논에서 수가 → 48km, 로마 도로 → 64 km ➔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거리 (도보 4km per hour 기준) 



1.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관심(7-12)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관심(7-12) 

10.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관심(7-12) 

10.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유대교의사람분류 (신약의세계, 브루스말레나) 

1. 제사장

2. 레위인

3. 순전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 ("평민")

4. 제사장의 사생아

5. 유대교로의 개종자 또는 이방인 전향
자

6. 한때는 노예였던 개종자, 즉 개종한
자유민

7. 사생아 (근친상간이나 또는 부정
한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

8. "아비없는" 자 (창녀에게서 태어난
자)

9. 버려진 아이

10-13. 성적 불구자

14. 다른 모든 민족들에 속한 사람

("이방인")



예수님의관심? 여인의관심?

•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셨다

•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2. 영적 갈증을 느끼십시오 (13-15) 

1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2. 영적 갈증을 느끼십시오 (13-15) 

요 2:24b-25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 영적 갈증을 느끼십시오 (13-15) 

• 시편 42:1-2

•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2. 영적 갈증을 느끼십시오 (13-15) 

• 이사야 44:3

•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 요한계시록 21:6-7

•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3. 예수님께서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
니다(16-18)  

16.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3. 예수님께서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
니다(16-18)  

변화의 필요성

-2장 포도주가 없음

-3장 밤에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던 니고데모

-3장 침례요한의 제자와 침례요한의 대화

-4장 6명의 남편과 예수님을 만남



3. 예수님께서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
니다(16-18)  

요 7:37-39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 예수님께서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
니다(16-18)  

예레미야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변화가필요합니다! 

1. 예수님이누구신지에대한인식의변화가필요합니다. 

1. 유대인의남자로

2. 선지자로

3. 그리스도로의인식변화

2. 내가목마르다는인식의변화 // 목마름을몰랐던여인

3. 나의문제를인식하여빛되신주님앞에드러내야합니다! 



결론

생수가필요합니다. 영적인생수가필요합니다.

영원히목마르지않을생수가필요합니다.

에스겔 47장의환상처럼성전으로부터흐르는물이만물을

소성케하고번성케하며풍성케만듭니다.

그영원히목마르지않는물,

성령으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예수그리스도로채우시길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