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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30~44),  

 

하나님 찬양 드리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찬송가 545 / 통 344) 

 

Focus,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성도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 열기 ㅣ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본문 읽기 마가복음 6:30-44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오병이어 이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이적에 

관한 기록은 헤롯 안티파스의 사치스러운 연회 장면(6:14~29) 뒤에 위치해 예수님과 헤롯을 대

조시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참 목자입니다. 모인 무리를 먹

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했지만,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를(요 6:9) 축복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당시 2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약 8개월 

품삯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참된 목자

입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ㅣ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

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37절) 

 

 

 

1-2. 적용과 나눔 ㅣ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1. 관찰과 묵상 ㅣ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데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축

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38~43절) 

 

 

 

2-2. 적용과 나눔 ㅣ 내 삶을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드렸을 때 체험한 기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 말씀 다지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헤아려도 5천 명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입니다. 오병이어 기사는 상

식과 합리성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오병

이어가 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헌신의 시작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보는 시작입니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

려 수많은 사람을 만족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기적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제 삶을 주님 손에 오병이어로 드리기 원합니다. 영육 간에 굶주린 이들을 

향한 긍휼을 제게 부어 주시고, 저의 작은 헌신을 주님이 축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

는 일에 사용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시 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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