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나와
같은 기적

요 6:1-15



요한복음 6:1-15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1-15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6:1-15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요한복음 6:1-15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1-15 

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1. 믿음의 눈은 이성의 눈보다 위대합니다. (5-9)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 믿음의 눈은 이성의 눈보다
위대합니다. (5-9) 

 1 Denarius = 

1 DAY WAGE 노동자 품삯

200 denarii 



1. 믿음의 눈은 이성의 눈보다 위대합니다. (5-9)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1.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2.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 요 12장에 명절 중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나아갑니다. 
(매우 친절했습니다.) 

4.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적인
궁금함이 있습니다.) 

5.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6.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히에라볼리에서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2. 믿음의 손은 은혜를 나누고 거두는 손입니다. (10-
13)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3. 믿음의 마음은 우리로 먹는 것보다 먹이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14-15)

14.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3. 믿음의 마음은 우리로 먹는 것보다 먹이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14-15)

신명기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3. 믿음의 마음은 우리로 먹는 것보다 먹이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14-15)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