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Gospel is Merciful Heart  

본문, 마가복음 8:1-9 절 

1.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In those 

days, when there was again a large crowd and they had nothing to e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I feel 

compassion for the people because they have remained with Me now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3.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If I send them away hungry to their homes, they will faint on the way; and some 

of them have come from a great distance."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And His disciples answered Him, "Where will anyone be able to find enough bread here 

in this desolate place to satisfy these people?"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And He was 

asking them, "How many loaves do you have?" And they said, "Seven."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And He directed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ound; and taking the seven loaves,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and 

started giving them to His disciples to serve to them, and they served them to the 

people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They 

also had a few small fish; and after He had blessed them, He ordered these to be served 

as well.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And they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y picked up seven large baskets full of what was left over of the broken pieces.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About four thousand were there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1 절).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약 

3 일 되었기 때문입니다(2 절). 그리고 그  무리는 약 4 천명 정도 되었습니다(9 절).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도 오셨습니다(3 절).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이곳에서 내용으로 보아 질병을 치료 받기 위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 일 동안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듣는 천국의 말씀이 더 좋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심취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조금만 지루해도 떠나고, 세상적인 할 



일이 있어도 떠나고,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떠나가는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이 좋아서 배고픈 것을 참으며 떠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4 절) 그 지역에서 음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그들이 돌아간다 할 지라도 이미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쓰러질 수도 있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3 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1 절). 그 이유는 복음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2 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들이 굶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로 붙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떠나면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 주시든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좋든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들을 

사랑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 일동안 그 무리들과 무슨 일을 하였을 까요? 

게임을 하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하시는 일은 오직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 일이 될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중심으로 하셨다면 수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것이고 그 내용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해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와 함께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잠언 8:17 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신을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육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둘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4:4 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음식과 육신을 위한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음식을 외면하고 육신적인 음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3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지 못해 “길에서 기진하리라”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진해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무지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4 절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질문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없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떡이 몇 개가 있는가 물었습니다(5 절). 이곳에서 떡 

일곱 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4 천 명 

이상이 있는 곳에서 발견된 떡이 오직 7 개 밖에 없었을까요? 나눌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올려 질 수 있는 떡은 오직 7 개였습니다. 이곳에서 일곱 

이라는 숫자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7 개나 1 개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 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6 절). 질서를 위해서지만 절대적인 

수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로 하여금 받아야 하는 위치를 분명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무리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혜택을 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6 절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천국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생선 두어 마리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8 절).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은 약 4 천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숫자는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 주로 성인들을 숫자로 계수한 것으로 예상하여 

그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2-3 절 “이미 사흘이매 – 

멀리서 온 사람도”) 

 마태복음 10:32 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1:10 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잠언 8:17 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22:26 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둘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질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6 절 “가지사 축사하시고”)  

 로마서 8:11 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태복음 10:40 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12 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셋째,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입니다(8 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마태복음 5:7 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로마서 9:15 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가복음 17:13 절 “(문둥병자 10 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야고복서 2:13 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