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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 STEP 2 강 ♬ 408장

물가에서 살아온 베드로

말씀/ 누가복음 5:1-11(병행구절 : 막1:16～20)

요절/ 누가복음 5: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를 잡으라”

사건 :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

†얕은 물가에 사는 우리를 깊은 영적세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사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

1.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1)?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옹위했

습니까? 한편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2)?

☞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4:44) 계속하여 이른 아침부터 게네사렛 호숫

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의 별칭. 이 외에도 이 바다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웠는데 구약 시대에는 '긴네

렛 바다'(민 34:11;수 13:27) 또는 '긴네롯 바다'(수 11:2)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긴네렛 

호수', '디베랴 바다'(요 21:1)로 불리웠다. 이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20Km, 동서의 폭이 

12Km이고 면적이 144Km2에 달한다. 요단강 수원으로부터 흘러 호수를 거쳐 흘러 내려온 

맑은 물과 갈릴리 바다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바다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

들이 번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계곡들은 비옥한 충적토(沖積土)로 덮여 

있으며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여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야채 등의 농작물 재배에 

아주 적합하다. 이 바다는 하아프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 서 있

으므로 바다 한복판에서 이따금씩 돌풍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위해 예수님을 옹위하였다(에워쌌다). 이들은 말씀을 들으

려고 각처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다(표준새번역).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밀려서 바닷가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 

옹위하다 : 에워싸다, 둘러싸다, crowding around him, press in : -에 밀려들다, 침입하

여 들어가다

그러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의 식민통치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하였으며,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며 종교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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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갈상태에 있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4:18,19)와 사역(4:31～37)은 희

망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다. 

☞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어부들은 열심히 생계를 위해 밤새껏 일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와 

빈 배를 정박시켜 놓고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셨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수많

은 군중보다 어부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2.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누구의 배에 오르셨으며 또 무슨 요청을 하셨습니까(3)?

☞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자꾸 밀기때문에 예수님은 호수에 빠

질 지경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시몬

에게 배을 뭍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요청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시몬과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과 시몬의 첫 번째 만남 : 요1:41,42,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

예수님과 시몬의 두 번째 만남 : 눅 4:38,39,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예수님과 시몬의 세 번째 만남 : 본문,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를 만나심.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의 세계에 관심을 갇도록 도우시고 계신다. 그를 영적세계로 

인도하시고자 서서히 관계성 맺고 초청하고 계신다. 시몬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3.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디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4)? 왜 깊

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

씀하셨다. 이는 두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있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표준새번역),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NIV,NRS), "Launch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NKJ)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첫째, 시몬이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얕은 물가에서 살고 있는 시몬을 깊은 영적

인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다. 

둘째, 시몬이 고기잡는 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 시몬은 고기잡이에 실패하여 허탈감

과 좌절감에 빠져있다. 이런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실패를 극복하도록 돕고 계신다. 

☞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라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지금 살고있는 곳은 바로 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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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은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몬이 깊은 영적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나

아가야 한다.

그러면 시몬이 살고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감각적인 세계 : 눈에 보이고 잡히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는 삶(물고기, 돈, 쾌락 

등)

이성의 세계 : 지식과 이론으로 이해되어야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

경험의 세계 : 과거의 경험에 얽매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

그러면 깊은 데란, 깊은 영적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합니까?

1) 말씀의 세계 : 성경 속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말씀과 세계가 있다.

딤후3:15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

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라.

2) 믿음의 세계 : 믿음에는 깊이가 있다. 순종,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등

3) 예수님의 세계 :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닮지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아무리 아무리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

랑이다

골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롬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엡3: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께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거스틴의 영원한 질문 “주님! 주님은 누구시오며 또 나는 누구입니까?”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4.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5a)? 그러나 그는 무엇을 앞세워 

순종했습니까(5b)?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점은

첫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실패의식과 좌절감이다.

둘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은 어업계의 상식이다. 또한 그는 항상 얕은 물가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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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왔다. 이런 상식과 그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었다. 

셋째, 갈릴리바다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

신 것에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다.

넷째,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 말씀에 의지하여(at Your word),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because you say so)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I will let down the nets)”하고 

순종하였다. 그는 여러 상황과 조건을 볼 때 충분히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

하여 순종하였다.

☞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영적 권위. 베드로는 예수님은 rabbi로 부르지 않고 master로 부르고 있다. 

이는 지배자,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영적권위에 겸

손히 순종하였다. 

둘째,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겸손, 경외심이었다. 베드로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실패의식 등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확실한 태도가 훌륭하다. 그의 이러한 점으로 인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앞세우는가?

쉬고자 하는 본성, 자기 생각, 자존심, 주위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들, 충고 등을 앞세우지 않

는가?

그러나 말씀을 앞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게 된다.

5. 시몬이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까(6,7)?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

엇을 알게 해 줍니까?

☞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순종의 결과는?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리라

마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엡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

록 능히 하실 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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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수님은 신적 권위와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어류계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6.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까(8)? 그가 어떤 점에

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

오. 나는 죄인입니다.(Go away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라고 고백했다.

저자 누가는 여기서 비로소 베드로란 이름을 드러낸다. 이는 시몬이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게바, 베드로’라 불리울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베드로는 엄청

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돈을 생각지 않았다. 배드로는 물고기보다 예수님자체에 관심

을 기울였다.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Lord :구세주, 그리스도)으로 발견케 되었

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케 되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

인입니다”

칼빈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알게 되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나는 죄인입니

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신앙적인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한 죄를 

고백하였다.

☞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점에서 죄인인가?

베드로는 hard-working sinner로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 비록 세리처럼 민족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예수님)앞

에서 신앙적 죄 -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 관심 갖지 않은 죄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7.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10)? ‘무서워 말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두신 예수님의 vision과 소망에 대해 생각

해 보시오.

☞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개역)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공동, 표

준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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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NIV,NKJ)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people(NRS)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개역)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NIV,NKJ)

☞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시몬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주시겠다는 의

미이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어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다

는 뜻이다. 또한 쓸모없는 사람을 건져내어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변화시킨다는 의미이

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시몬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보다 갈릴리 어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비전과 소망을 두시고 

그를 도우셨다. 베드로는 일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죽을 인생이었다. 그러나 예수

님은 그에게 소망과 비전을 두셨다. 베드로를 제자양성가요, 영적지도자로 키우시고자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의 능력으로 제자양성가가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가 제자양성가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신다. 이

는 예수님의 믿음이요 비전이요 소망이다. 

이 예수님은 이 시대 나 한 사람을 동일한 소망가운데 부르시고 키우신다. 허물많고 연약하

지만 예수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나에게 두시기 때문에 나는 제자양성가요 영적지도자가 될 소

망이 있다. 우리가  신입생을 돕고자 할 때도 이러한 예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돕도록 

하자.

베드로의 결단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

다. 3년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

신 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방언을 하였

을 때 설교하여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였다.(행2장) 또한 인류가 존경하

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다. 그 이름을 사모하여 성 베드로 성당도 짓고, 베드로를 사모하여 

이름으로 삼는 이가 많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얕은 물가에서 살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거라” “Launch 

out into the deep water"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깊은 영적세계로 믿음의 항해를 출발할 것

을 명령하고 계신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믿음의 배를 띄워 깊은 영적

세계로의 믿음의 항해를 하자.



1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

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맟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

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이다 하니

9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공동번역

1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2 그 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그 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 놓

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5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읍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

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읍니다" 하고 대답한 뒤

6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 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7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 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8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

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9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 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10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

나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

씀하시자

11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표준새번역

1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밀려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2 그가 보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뭍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4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

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6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7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

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9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

이다.

10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

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뭍에 대고서,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NIV

1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with the peopl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2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3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4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5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6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7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8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9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10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11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NKJ

1 So it was, as the multitude pressed about Him to hear the word of God, that He stood by the 

Lake of Gennesaret,

2 and saw two boats standing by the lake; but the fishermen had gone from them and were 

washing [their] nets.

3 Then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which was Simon's,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the land.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 multitudes from the boat.

4 When He had stopped speaking, He said to Simon, "Launch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 ~But Simon answered and said to Him, "Master,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nevertheless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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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d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caught a great number of fish, and their net was 

breaking.

7 So they signaled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the boats, so that they began to sink.

8 When Simon Peter saw [it,] he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O Lord!"

9 For he and all who were with him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which they 

had taken;

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11 So when they had brought their boats to land, they forsook all and followed Him.

NRS

1 Once while Jesus  was standing beside the lake of Gennesaret, and the crowd was 

pressing in on him to hear the word of God,

2 he saw two boats there at the shore of the lake; the fishermen had gone out of them and were 

washing their nets.

3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way from the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crowds from the boat.

4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 Simon answered, "Master, we have worked all night long but have caught nothing. 

Yet if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6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caught so many fish that their nets were beginning to 

break.

7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that they began to sink.

8 But when Simon Peter saw it, he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Go away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9 For he and all who were with him were amazed at the catch of fish that they had 

taken;

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Then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people."

11 When they had brought their boats to shore,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