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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주일예배

작은 것 속에 담긴 거룩한 기적
요한복음 6:1-15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1. 하나님은 _____________ 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6:9)
1) 하나님은 작은 어린 아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왕하 5:2-3).
3)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삿 6: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삿 6:16)

2. 하나님은 _______________ 을 통해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은 작은 것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왕상 17:11)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 26:7)

3. 예수님은 작은 것에 _______________ 하심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적은 것이 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 많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 6:11)
“드림이 있을 때 나눔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요 6:12-13)
“나눔이 있을 때 풍성한 거둠이 있습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오셔서, 작은 밀알처럼 헌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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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ly Miracle in a Small Thing
John 6:1-15

Opening Remark: Expect miracles from God.
1. God performs miracles through ___________________ people.
"Here is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Jn 6:9)
1) God performed a wonderful miracle through a little boy.
2) God performed a miracle of healing General Naaman through a little girl. (2Ki 5:2-3)
3) God performed a miracle through the least one, Gideon.
“"Pardon me, my lord," Gideon replied, "but how can I save Israel?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mily."” (Jdg 6:15)
“The LORD answered, "I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strike down all the Midianites, leaving none
alive."” (Jdg 6:16)

2. God performs miracles through a ___________________.
“Wonderful miracle begins with a offering of a small thing.”
“As she was going to get it, he called, "And bring me, please, a piece of bread."” (1Ki 17:11)
“A woman came to him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which she poured on his head
as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 (Mt 26:7)

3. Jesus performs great miracles by giving ______________ for small things.
“When you give thanks, a miracle happens.”
“When you give thanks, you will experience the miracle of small things becoming greater.”
“When you give thanks, you will experience the miracle of small things multiplying.”
“God performs miracles through what we offer Him.”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Jn 6:11)

“When there is offering, there is also sharing.”
“When they had all had enough to eat,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Let
nothing be wasted."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Jn 6:12-13)

“When there is sharing, there is abundant gathering.”

Close Remark: Jesus came as a little child and devoted Himself like a little kernel of
wheat.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Jn 12:24)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Jn 6:51)

unexpected, small thing, 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