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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은 생명이다

제1절 물은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표현은 시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한국인

들은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즐겨 쓴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물을 먹으며 살고 있다. 우

리들이 늘 물하고 발음하는 물은 히브리어로 할례 1) 물 ·

할례 거듭남 의미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할례는 상대방에게

의사존중을 묻는 할레로 들린다. 서로 할레 하며 사랑을 먹고

나누어 준다. 시인이 시를 써서 읽는 이에게 좋은 물 할레 하

고 묻는 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첫

장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331)회 엘로힘을 사

용한다. “테초에 말씀이 계시니라”2)로 옷 입으셔서3) 다가오

.(물·할례, 앞, 신 30:6)םּול (1
 ,(엘로힘 · 하나님, 창 1:1, 2, 3, 4, 4, 5, 6, 7, 8, 9, 10, 10, 11, 12, 14, 16ימ (1

17, 18, 20, 21, 21, 22, 24, 25, 25, 26, 27, 27, 28, 28, 29, 31, 2:2)
2) 요 1:1.
3) (라바셨다·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주께

서 입으시며 ·(라바셨다·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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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1) 하나님 33회2)로 사랑할레 하시었다.

1. 물 · 쌍수

성경에서 물은 히브리어 맴 3) 두 개이고 뜻은 정액4)이

다. 생명을 만드는 물 두 개 물 마임 5)이다. 물 쌍수 남성

명사의 신학은 남성 둘이라는 신학성을 가진다. 이 물 마임

안에 능력 손 요드 6)를 성경은 천지가 없어질 찌라도 글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한다. 하나님의 옳은 손, 오른

손 요드 7)이다. 이 손8)에 의해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러한 신학성을 지닌 언어 물 물 마임 9)위에 말씀

옷을 입히신다. 쌍수 물 마임10)은 첫 글자 물 마11)에서 둘째

임으로 이동한다. 좋은 물로 흐르기 위해서다. 이 세상의 모든

두 개 첫째 물 → 둘째 물 · 하나님 → 예수님 · 예수 → 그

리스도 · 첫 아담 → 둘째아담 · 옛사람 → 새사람 · 구약 →

신약 · 겉사람 → 속사람으로 움직인다. 물이 더러운 물 →

좋은 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움직12)이신다. 물13)의 물14) 할례!

1) 창1:1-2:2.
2) 엘로힘(창 1: 1-2: 3)이 33회째(2: 1)로 예수님 생애 나이를 증명한다.
.(멤)ם (멤)מ (3
4) 잠 18:4; 시 1:3; 렘 10:13; 겔 47:1.
.(마임 · 물)ם (5
6) (요드 · 하나님의 손, 옳은 손, 오른 손).
7) (요드 · 하나님의 손, 옳은 손, 오른 손).
.(요드)י (8
.(마임 · 물)ם (9
.(마임)ם (10
1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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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며 물을 바꾸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레? 물으

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복 주시는 말씀 물이다. 물은 마 임 한

글로는 미음1) ㅁ미음이 둘2)이다.

마 임3) 사랑하는 사람! 마 임 ! 물과 물 사이에 임

4)이 있다. 성경은 거의 성경 전체를 이 물 마 5)로 한다.

그래서 말씀 물 6)로 왔음을 알린다.

그리고 성경은 물 쌍수를 마 임 7)과 물 마아 임

8)과 정관사가 붙는 그 물 하 마임 9)과 하 마아 임

10)으로 사용한다.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

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6-7).
.(마임)ם (13
.(물·할례, 앞, 신 30:6)םּול (14
.ㅁ(한글))ם (1
2) 한글 ם(미음) 즉 미음 또한 히브리어와 같은 ㅁ(미음)글자가 둘이다. 한글 창제의 

비밀이기도 이 반복 리듬은 ㄱ은 기역, ㄴ은 니은..히읗으로 쓰여지면서 ㄱ이 반

복 ㄴ이 반복...ㅎ이 반복, 모두 반복의 리듬을 가진다. 
·(임) + ם (3
.(임)ם (4
5) (마).
6) (마).
 ,(마임):창 1: 6, 7: 6, 18: 4, 21: 19, 43: 24; 출 7: 18, 21, 15: 8, 23, 17: 1ם (7

6; 민 20: 2, 11, 33: 14; 삿 15: 19; 욥 14: 19; 시 18: 16, 69: 2; 아 8: 7; 시 

69: 2, 16; 사 17: 13, 30: 14,  사 35: 6; 40: 12. 43: 20, 44: 12, 48: 21, 49: 

10; 렘 14: 3, 15: 18, 17: 13, 18: 14; 겔 1: 24; 암 4: 8; 슥 9: 11. 등. 
8) 물 ם: 창 37: 24; 신 8: 15; 왕상 18: 35, 19: 6; 왕하 3: 17; 시 65: 10, 78: 16, 

105: 41; 시 65: 10, 107: 35, 114: 8(2); 전 2: 6; 아 5: 12; 사 41: 18; 욜 1: 

20, 4: 18 등.
 ,(하마임): 창 1: 7(2), 9, 10, 21, 7: 17, 18, 24, 8: 3(2), 7, 8, 11, 13, 9: 15ם (9

16: 7, 21: 15; 출 14: 26, 28, 15: 25; 민 5: 22, 24, 27; 수 3: 13, 16 등.
.(하마아임): 창 1: 2, 6, 7: 18, 20, 8: 1, 26: 20; 출 14: 21 등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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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1). 물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서다. 이에 물 마 임 1) 사역이 있다. 물은 말씀 뜻을 지님으

로써 하나님 일을 하는 시적 용어이다. 짧게 발음되는 물 마임

2)은 하나님의 이적이 보여 지는 일의 물 사역이다. 짧게 발음

되는 이 물 마임 은 사람이 물을 먹고자 했을 때 악취가 나

서 마시지 못하는 쓴 물3) 마라4)로 표현된다. 한국인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는 이 마라이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마

라라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러 먹고자 하였

으나 먹지 못한 쓴 물5) 마라  마르 이다. 바로 사람이 머리가
되려 할 때 는 쓴 물 마라가 된다. 이 명령 마라6)는 거역한다의

..마라와 마아라아!7) 한국 어르신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교훈이나

.(마임 · 물)ם (1
.(마임 · 물, 창 1: 6)ם (2
.(마임 · 물, 출 15: 23)ם (3
.(마임 · 물, 출 7: 18, 21)ם (4
5) 출 15: 23.
 (마르).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ר (6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ים  (메 하마림, 민 5: 18)י

자기 손에 들고(민 5: 18)

 ②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 여 사람과 동침하

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ים  (밈메 하마림, 민 5: 18) 해독을י

면하리라(민 5: 19).

 ③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ים  (에트-밈메 하마림ת-י

-민 5: 23) 빨아 넣고(민 5: 23).

 ④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ים(렘마림, 민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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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나쁜 일을 못하게 ..마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

고 함에도 거역하여 생기는 쓴 맛은 인생의 쓴 맛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니 쓴 세상이니 바다니 하여 괴로움의 표상으로 한

다. 르비딤에서도 백성들이 마실 수 없는 물1) 마라이다. 이 마라

2)는 악의 뜻을 지닌다.

(마아라아 · 거역): ①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 할 제 너희가 내 명을 거ה (7

역하고 םי(메리 템, 민 27: 14) 그 물 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

타내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니라(민 27: 

14).

②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רּו
(바템메루, 신 1: 43)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신 1: 43)

③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

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ים(맘
메림, 신 9: 7)

④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רּו(바템메루, 신 9: 23)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신 9: 23).

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ים(맘
메림, 신 9: 24).

⑥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ים(맘메림, 신 31: 27) 하물며 내가 죽

은 후의 일이랴(신 31: 27)

⑦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רּו(함메루, 삼상 12: 14)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

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삼상 12: 14).

⑧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םיּו
(움메리템, 삼상 12: 15)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삼상 12: 15).

   참조: 삼상 15: 23; 삼하 18: 13; 대하 24: 20; 스 4: 19, 스 9: 14; 느 9: 17, 26; 

에 3: 3; 욥 6: 10, 욥 9: 4, 욥 34: 37; 시 66: 7, 시 68: 6, 시 106: 7, 시 106: 

33, 시 106: 43, 시 107: 11; 사 1: 2, 사 31: 6, 사 50: 5; 렘 4: 17, 렘 51: 5; 

애 1: 18; 단 3: 28, 단 5: 23; 호 7: 14.
.(마임 · 물, 출 17: 1, 민 33: 14)ם (1
.(메라 · 악, 욥 2: 3)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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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반석을 친 물1)

마라 이다. 두 번 지팡이로 반석을 치매 나오는 쓴 물 마라

2)이다. 이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예수님만이

반석을 두 번 칠 수 있는데 모세가 감히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아드님 자리 영역을 침범하여 가나안에 못 들

어갔다. 단 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일은 간단하다. 말씀 순종하면 단 물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따르는 일이다. 출정出征 할 때 입
으로 자랑만하면3) 이기고 돌아 와 정금 면류관을 쓴4)다. 말씀 따
라 잘 사는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5)일 중에 하나는 사막에서 
물6)을 솟게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물은 생명이라 하는데 성경에
서는 물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못한 물7)로 한다.8) 절대 사랑의 물
을 먹고서야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말이 씨앗이 된다는 속담처럼 우
리가 늘 하는 말을 잘해야 한다. 물은 사람이다. 사람은 물로 되어 
있다. 물을 먹어야 산다. 좋은 물을 먹어야 산다. 

.(마임 · 물, 출 17: 6)ם (1
.(마임 · 물, 민 20: 11)ם (2
3)(시편 20편).
4)(시 21편).
יו (5 .(콜-데바라이브 · 행하시는 것, 욥 33: 13)ל -
.(마임 · 물, 사 35: 6)ם (6
.(마임, 아 8: 7)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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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마아 임2). 물 마아 임

길게 발음되는 물 마아 임 1) 쌍수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히어 구덩이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웅덩이에 물 마

아임 2)을 없게 하시어 살았다. 이 물은 야곱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세 번 부으매 단으로 흐르는 물 마아 임 3)이

다. 하나님 강에 가득한 물 마아 임 4)이다. 반석에서 시내

를 내사 흐르게 하신 물 마아 임 5)이며 마른 땅에 강 같

이 흐르는 물 마아 임 6)이다. 물 마아 임 은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 사랑의 물이다. 사람은 늘 말 하며 상대방을 살

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물에 아름다운 말을 전해주면 물

의 육각형 모양이 아름답게 형성7)된다. 좋은 말 하나님이 주

신 말, 곧 우리들이 늘 쓰는 한국특유의 순수한 말을 늘 하게

되면 좋은 말이 절로 된다. 복은 절로 받는다.

 .(마아임)ם (1
.(마아임, 신 8: 15)ם (2
.(마아임, 왕상 18: 35)ם (3
.(마아임, 시 65: 10)ם (4
.(마아임, 시 78: 16)ם (5
.(마아임, 시 105: 41)ם (6
7) Emoto, Masaru.,『물은 답을 알고 있다: Mizu wa Kotae wo Shitteiru 』 2, 양억

관 옮김(서울: 나무 심는 사람, 2003),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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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물 하마임3). 그 물 하마임

정관사가 붙으며 짧게 발음되는 그 물 하마임 1)은 특

정한 사건과 관련되는 천하2)의 물 중 하늘 아래 그 물3)이다.

이 물은 꿈4)이 일어선다는 의미에서 찾아진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모아 · 이 물을 모아 일어 섰5)다.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는데 하늘아래

곧 천하의 하는 밑에 미트하트6)로 발음된다. 우리말에는

밑에라는 말이 있다. 닿았다 타하트7)도 된다. 그 밑에

닿은 물에 하마임 8)이 있다. 40일 동안의 홍수 그 물 하

마임 9)이다. 그 물 하마임 10)은 150일 동안의 대홍

.(하마임, 창 1: 7, 7)ם (1
2) 천하: 창 1: 9, 6: 17, 7: 19, 18: 18, 22: 18, 26: 4; 출 9: 14, 16, 17: 14, 33: 

16; 신 2: 25, 4: 19, 7: 24, 9: 14, 25: 19, 29: 20; 삼하 6: 22; 왕상 4: 34, 10: 

23, 24; 왕하 5: 15, 14: 27, 19: 15, 19: 19; 대하 9: 22, 23; 욥 28: 24, 37: 

3, 41: 11; 시 79: 8; 전 2: 3, 3: 1; 사 25: 8, 37: 16, 20; 애 2: 15, 3: 66, 4: 

12; 단 4: 1, 7: 23, 7: 27, 9: 12, 11: 4; 합 2: 20; 습 3: 20; 슥 12: 3, 14: 9, 

17; 마 4: 8, 16: 26, 26: 13; 막 8: 36, 14: 9, 16: 15; 눅 2: 1, 4: 5, 9: 25; 행 

1: 23, 2: 5, 4: 12, 11: 28, 17: 6, 31, 19: 27, 24: 5; 골 1: 6, 23; 계 12: 9, 

16: 14.
.(하마임 · 그 물, 창 1: 9, 10)ם (3
.(쿰 · 일어나다, 사 58:12)קּום (4
5) 창 1:9.
.(미트하트 · τό ύποκάτω)ת  (6
.(타하트)ת (7
.(하마임, 창 1: 7, 7)ם (8
.(하마임, 창 1: 7, 7)ם (9
.(하마임, 창 1: 7, 7)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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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 물 하마임 1)이 하나님 명령으로 물러간 그 물 하

마임 2)이다. 차츰 없어진 그 물 하마임 3)이다. 물

이 차츰 마르는 그 물 하마임 4) 다시 목마르리니!5)이

다. 지면에 걷힌 그 물 하마임 6)이며 하갈의 가죽부대

안 그 물 하마임 7)이다.

이 아랫물의 아래8) 물 반대는 위9) 물이 아니라 알로 표현

.(하마임, 창 1: 7, 7)ם (1
.(하마임, 창 1: 7, 7)ם (2
.(하마임, 창 1: 7, 7)ם (3
.(하마임, 창 1: 7, 7)ם (4
5) 4:13.
.(하마임, 창 1: 7, 7)ם (6
.(하마임, 창 1: 7, 7)ם (7
8) 아래: 창 1: 7, 18: 4, 8, 21: 15, 24: 9, 31: 34, 35: 4, 8, 47: 29, 49: 15, 25; 

출 17: 12,  20: 4, 24: 4, 10, 25: 35, 26: 19, 21, 24, 25, 33, 27: 5, 28: 26, 

27, 30: 4, 32: 19, 36: 29,  37: 21, 27, 38: 4, 39: 20; 레 15: 10, 27: 32; 신 

4: 11, 18, 49, 5: 8, 12: 2, 28: 13, 23, 33: 3, 13, 27; 수 11: 3, 17, 13: 5, 14: 

1, 16: 3, 18: 13, 21: 3, 21: 9, 24: 26; 삿 1: 7, 4: 5, 6: 11, 19,  7: 8, 9: 6; 

룻 2: 12; 삼상 7: 11, 14: 2; 삼상 22: 6, 31: 13; 삼하 18: 9, 22: 10, 39; 왕상 

4: 12, 25, 7: 24, 29, 44; 왕상 8: 6, 9: 17, 13: 14, 14: 23, 19: 4, 5; 왕하 9: 

25, 16: 4,  17: 10, 19: 30; 대상 6: 31, 54, 7: 24, 10: 12, 28: 21; 대하 4: 3, 

4: 15, 5: 7, 8: 5, 28: 4,  32: 30; 스 7: 11; 욥 9: 13, 18: 16, 30: 7, 40: 21, 

41: 30; 시 8: 6, 17: 8, 18: 9, 38, 36: 7, 47: 3, 50: 4, 57: 1, 68: 30, 91: 1, 

4, 140: 3; 15: 24; 전 1: 3, 9, 13, 14, 2: 11, 17, 18, 19, 20, 22, 3: 16, 21, 

4: 1, 3, 7, 15, 13, 18, 6: 1, 12, 8: 9, 15, 17, 9: 3, 6, 9, 11, 13,  10: 5; 아 

8: 5; 사 10: 4, 16, 14: 9, 11, 22: 9, 24: 5, 28: 15, 37: 31, 51: 6, 57: 5, 60: 

14; 렘 2: 20, 3: 6, 13, 8: 2, 10: 11, 31: 37, 33: 13, 38: 12, 48: 45, 52: 20; 

애 4: 20; 겔 6: 13, 10: 20, 17: 6, 23, 20: 37, 31: 6, 12, 17, 40: 18, 19, 41: 

7, 42: 9; 단 4: 14, 21, 6: 26; 호 4: 13, 14: 7; 욜 1: 17; 암 2: 9; 옵 1: 7; 욘 

4: 5; 미 1: 4, 4: 4; 슥 3: 10; 마 2: 16, 5: 15, 8: 9, 22: 44, 23: 37; 27: 51; 

막 4: 21, 5: 22, 7: 25, 28, 12: 36, 14: 66, 15: 38; 눅 5: 8, 7: 8, 8: 16, 35, 

41, 10: 39, 11: 33, 13: 34, 17: 24, 20: 20; 요 1: 48, 50, 8: 23; 행 2: 19, 23: 

25, 27: 16; 롬 3: 9, 19, 6: 14, 15, 7: 14, 23, 16: 20; 고전 9: 20, 21; 고전 

10: 1, 10, 15: 27; 갈 3: 10, 13, 22, 23, 3: 25, 4: 2, 3, 4, 5, 21; 5: 18; 엡 

1: 22; 빌 2: 10; 딤전 6: 1; 히 7: 11; 약 2: 3; 벧전 5: 6; 벧후 2: 9; 계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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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나님께 번제 드려지는 알 물 사역이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선 물 하마임 1)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애굽 군대 위에 덮여진 그 물 하마임 2)이다. 그 물 하

마 임3)은 물 사역자가 쓴 물에 나무를 던지면 먹는 그 물 하

마임 4)이 된다.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겨지는 그 물 하 마 임5)이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이리저리 치는 그 물 물 하마임 6)이

되어 갈라지는 그 물 물 하마임 7)이다. 고치는 그 물 물

하마임 8)이다. 단 둘레에 가득한 그 물 하마임9)이다. 홍

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언약 그 물 물 하마임

10)이다.

물은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모두 사역하는 물이다. 그 물 물

하마임 11))은 하늘과 땅을 구분한다. 많은 양의 대 홍수

로 번제 드려지는 하나님의 위력을 사역한다. 사람의 삶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말씀 사역자 단 물이 된다.

13, 6: 9, 12: 1.
9) 위 ל(알).
.(하마임, 창 1: 7, 7)ם (1
.(하마임, 창 1: 7, 7)ם (2
3) 그 물 ם(하마임, 출 14: 28).
.(하마임, 창 1: 7, 7)ם (4
5) 그 물 ם(하마임, 수 3: 13, 16).
6) 그 물 ם(하마임, 왕하 2: 8).
7) 그 물 ם(하마임, 왕하 2: 14).
8) 그 물 ם(하마임, 왕하 2: 21-22).
9) 그 물 ם(하마임, 왕상 18: 35).
10) 그 물 하 마임ם(하마임, 창 9: 15).
11) 그 물 ם(하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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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물 하 마 아 임4). 그 물 하 마 아 임

완만하고 길게 발음하는 그 물 하 마 아 임 1)은 하늘

궁창 가운데의 그 물 하 마 아 임 2)이다. 방주가 뜬 그

물 이며 잡신을 덮는 그 물 하 마 아 임 3)이다. 이삭 그

물 하 마 아 임 4)이다. 그 물 하 마 아 임 5)은 하

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시는 물

위의 사랑이 잇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물 위로 걸으라 하심에

물 위에 걸어가게 한 물의 사역 하 마 아 임 이다.

물의 사역은 사람들이 세상 밑 · 아래를 내려다보며 두려워

하면 빠지는 물이 된다. 성경은 뚜렷이 물이 쌍수인 이유를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꿈이 일어서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물에 빠지게 한다. 물은 사랑과 말씀의 전

달을 뚜렷이 한다. 목표가 있는 삶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이

다.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

1) 그 물 ם(하마아임, 창 1: 2).
2) 그 물 ם(하마아임, 창 1: 6).
3) 그 물 ם(하마아임, 창 7: 18, 20).
4) 그 물 ם(하마아임, 창 26: 20).
ין-ם · (창 7: 19, 8: 5; 출 14: 22, 29)ם · (왕하 2: 21)ם · (창 1: 6)ם (5

(신 8: 15) · ם-ת(창 1: 22; 왕하 3: 20, 22) · ם-ה(왕하 3: 20) · ם-סּוּו
(시 106: 11) · ם-לּו(시 147: 18) · ם-ל(출 24: 7) · ם-ט(창 18: 4, 24: 

ם · (17 ם · (출 2: 10)ן-ם · (왕하 3: 19)י-ם · (시 69: 2, 14)י-
ין ם · (창 16: 7)ל- ין  .(왕하 3: 25) 등ל-ן-ם · (창 16: 7)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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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 복수複數

히브리어 물은 쌍수 말고도 복수가 있다. 물을 하나 둘로

셀 수 없지만 성경에는 복수 물이 있다. 물 바다 얌밈

얌밈1)과 나날들 얌임 얌임2) 발음이다. 똑 같은 히브리

어지만 발음부호표시에 의해서만 다른 뜻을 지닌다.

아주 시적이다. 인간의 삶이 바다의 삶이다. 물의 복수인

바다 얌밈 3)과 나날들 얌임 4)은 모두 노아 홍수와

관련된다. 목적형 라메드 5) 용법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거

친 파도를 없애주시겠다신다. 물로 말하면 소금물인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실 때 이 표시 라메드

가 바다 얌밈 6)과 나날들 얌임 7)) 모두 같이 사용

한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둔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산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

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다. 이러한 뚜렷한 목표 있는 사람들

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상의 파도를 충분히 이겨나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1) 물 바다 ים(얌밈).
2) 나날들 ים(얌임).
3) 물 바다 ים(얌밈).
4) 나날들 ים(얌임).
.(라메드)ל (5
6) 물바다 ים(얌밈).
7) 나날들 ים(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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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 단수單數

1) 하나님의 강 푸르고1) 하나님의 강 푸르고1)1)

성경에서 물이 단수로 될 때에는 하나님의 강 푸르고 페레

그2)이다. 하나님은 강에 물을 대어 하나님의 강을 푸르게 하시면

서 땅을 우리에게 주시었다.3)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게 그 시냇가를 푸르게 페레그4) 하시었다. 시냇가에 나무가

푸르게 된다. 하나님 강이 푸르게 페레그5) 흐르기 때문이다.

이 강은 쪼개다 · 나누다인 푸르고 페레그6)가 기본형이다.

하나님만이 푸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강이다. 나누어 주시는

뜻이 있다. 사랑의 강은 푸르게 페레그7) 흐른다. 입 파아

파아8)에 목적사가 붙어서 푸르게9)이다.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받

았음으로 고마워하는 입이다. 입으로 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강

푸르게 페레그이다. 푸르다 · 파랗다 · 새파랗다 · 파란 · 파

.(페레그, 시 65: 10)ג (1
2) 강 ג(페레그, 시 65: 10).
3) 시 65: 9.
4) 알 페레그;  ג-ל(알-페레그).
.(알- 파르게, 시 1:3)ל-י (5
.(파라그)ג (6
.(파라그)ג, (7
8) (파아).
.(파라그)ג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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랗게 · 높푸르다 · 늘 푸르다. · 푸르게 우리 입 주위를 맴돌며 꿈

도 파란 꿈 · 새파란 꿈 · 푸른 꿈이라 한다.

2) 하나님의 강인 내 강과 일반 강2) 하나님의 강인 내 강과 일반 강

하나님의 강은 남의 강이 아니다. 내 강이다. 내 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푸르게의 강이다. 감히 내

강이 된 이 강은 졸졸 흐른다.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발음이

나할이다. 내 할 일! 푸르게 흐르는 시냇가의 삶은 내 삶이다.

강에는 에덴의 강 넷과 시냇물 나할 나할1)이고. 강 나

하르 나하르2)이다. 강에는 나일강 예오르3) · 요단강 야

르덴4) · 우물 브엘5) · 새벽 우물 샘 모자6) · 더러움을 씻는

지혜의 샘 마코르7) · 샘 우물 엔8) 등이 있다. 모두 단수이

다.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단수의 물들은 물 하나하나 낱

개가 아니라 이 물이 낱낱이 모이어 흐르는 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 하나의 강 단수의 강 나하르9)이다.

물이 모여 있는 종류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할 10) ·

. (나할)ל (1
.(나하르)ר (2
.(예오르)ר (3
.(야르덴)ן (4
.(브엘)ר (5
.(모짜아)א (6
.(마코르)֗קר (7
.(엔)ין (8
.(나하르)ר (9
.(나할)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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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강 나하르 1)이다. 디 두 차이는 시냇물 나할은 졸졸

흘러서 영원한 집에 들고픈 시냇물이고 강 나하르는 영원히

숨 쉬는 나하르이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나일강 예오르 예오르2)도 그렇다. 하나님이 명령

하여 있는 강이다. 어두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예 3)로 하나님 일을 하는 강이다. 나일강도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뒤 쫓아 오는 애굽 군대를 물속에 넣

었다. 요단 강 역시 마찬가지다.

큰 강들이 단수로 제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강을 전체

로 움직이심에서이다. 물의 움직임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하나

님에게로 가기 위하여서다. 물이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간다

는 통념을 깨고 성경의 강은 하나님을 향한 곳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기 위해 흐른다. 이때 강은 하나님이 숨 쉬게 하기 때

문에 살아 있다. 살아있어서 주위의 나무들과 풀들과 고기들

을 살게 하는 물의 사역형이다. 물은 홀로 살아 있는 것이 아

니라 어울려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 흐른다. 온 산

천에 살아있는 것들을 푸르게 하는 하나님의 강이다.

우리가 물하고 늘 말 하는 이 물 발음 할레 할례이다. 히브

리시람 들이 늘 물 하고 말 했던 할레를 우리는 할레 할레 하

며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며 말로 축복 받는다. 우리가 복

.(나하르)ר (1
.(예오르)ר (2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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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이유이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한국인들

은 늘 물을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물 없이는 못살기에 물을 아

낀다. 늘 쓰는 이 할레 발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제2절 생명인 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

그 답은 히브리어에서 왔다. 물을 먹고 우리는 살아간다.

혼자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며 의

좋게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 참 물을 먹는다. 살아 있는 우리는 말을 한다. 마음의 말

을 하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물을 먹는다. 마 임 이

다. 나의 임 “마 임 ”이다. 임은 나의 주인이다. 내 앞에

있는 나의 임은 나의 주인.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며

우리는 섬기며 산다. 어른을 높이며 산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을 섬기며 복 받는다. 물이다. 생명이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늘 잘 쓴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말은 원래 슈메르어에서 출

발하여 아카드어1)에서 발견되어진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1)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9:  “아카드 

인 들은 수메르인 들로부터 음절-부호뿐만 아니라 단어-부호(표의문자)도 인수받

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이것들이 아카드어 단어와 동일한 것처럼 읽었다. 그

리하여 수메르어 부호 lugal, "king"으로 읽으며 아카드어 본문에 나타날 때는 이

것이 마치 왕을 위한 아카드어 단어 šarrum이었던 것처럼 šarrum”king"으로 읽

으며, 따라서  아카드어에서 단어-부호로 LUGAL(혹은 LUGAL-um)이나 음절에 

따라서 ša-ar-ru-um, šar-ru-um, šar-rum으로도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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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다가 사라진다. 우리말 사라진다는 말도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서 찾아진다. 사라의 본래 이름은 사래이다. 하나님은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말씀하시었다. 우리나라의 '살아'발

음은 사라나 사람 언어는 살아의 전성명사형이다. 살음도 마

찬가지이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는 물과 피가 있다. 우리들

은 몇 해나 살았누라고 묻는다. 아카드어에 복수를 가리키는

살았누 šarrᾱnῦ1)가 있다. 히브리어 어미 우 2)는 복수의미다.

우리들은 우의 이 우리의 우를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아카드

어 놈3)이 사람뜻이다. 우리들은 이 말을 즐겨 쓴다. 왕도 놈

이고 사람도 놈이다. 사람은 왕이다. 같은 발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였기에 아주 귀한 존재 왕이다. 한국말

사람이라는 발음은 아카드어로도 사람4)이다. 사람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산 날들을 가리킨다. 생명을 가진 산 날 동안 숨을

마시며 사는 게 사람이다. 숨이 있어서 사람이다. 숨 또한 아

카드어 숨5)이라 한다. 숨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쉬는 호

흡이다. 사람은 물을 먹고 산다.

물은 먹는 물과 영적인 양식 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쌍수

다. 쌍수 물은 여호와6)의 글자가 지닌 살기위하여 “to live”

숨쉬기 위하여 이다. 헤7)하고 숨 쉬며 산다. 숨 쉼이 두 번

1) Ibid, 41. 69.
2) 우(ּו).
3) Ibid, 42.
4) LUGAL-am=šarram Ibid. 42.
5) šu-ul-mu-u-um=šulmum rhe health.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자, 출 3:14)ה (여호와) 내지 에흐예ה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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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여호와1)는 한국말 하여2)가 기본형이다. 하나님이 하시

는 하여3)는 하사4)와 같은 숨구멍 헤5)가 두 번 있고 여호와

의 약자6) · 야7)를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부른다 야

이다. 친구야, …야 늘 이 야를 우리는 늘 쓴다. 수치 10이다.

숨 쉼과 숨 쉬게 하시는 이의 하나님 아들의 손8)이 있다. 하

나님이 우리를 살아 숨 쉬게 여호와9)는 우리를 숨 쉬10)게 하

신다.

.(헤)ה (7
.(에흐예)ה (여호와)와 에흐예הה (1
.(하야)ה (2
.(하야)הי (3
.(하바)הוה (4
5) “히브리어 알파벳,” The Stephen Korean Text of the Hebrew Old Testament,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 and Numerically Coded to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上(서울: 원어성경편집부, 2000). 일러두기에서 ה. 
6) George V. Wigram,『구약 성구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히브리어 알파벳 도표의 ה. 
.(야)יה (7
8) 엄원식, 348.
.(여호와)הה (9
10) “히브리어 알파벳,” The Stephen Korean Text of the Hebrew Old 

Testament,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 and Numerically Coded to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上(서울: 원어성경편집부, 2000). 일러두기

에서 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