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 for men.  

본문, 누가복음 5:1-11 절 

1.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Now it happened 

that while the crowd was press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2.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and He saw 

two boats lying at the edge of the lake; but the fishermen had gotten out of them and 

were washing their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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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And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which was Simon's,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way from the land. And He sat down and began teaching the people 

from the boat.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 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Simon answered and said, "Master, we worked 

har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but I will do as You say and let down the nets."  

6.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enclosed a great quantity of fish, and their nets began to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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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더라 so they signaled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for them to come and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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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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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But when Simon Peter saw that, he fell down at Jesus' feet, saying, 

"Go away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9.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For amazement had 

seized him and all his companions because of the catch of fish which they had taken;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fear,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11.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 라 When they had brought 

their boats to land,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그 말씀에 빠져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둘려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옹위하여”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밀려 들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할 때 그 말씀과 상관 없이 

생업을 하면서 실패하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과 두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탔을 때 시몬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고 배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사람들의 모든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그 세 가지의 사역이 복음사역이었습니다(마태복음 4:23 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곳에서도 이 세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결국 시몬을 위한 선포였고, 가르치심 이었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고 할 지라도 육지에서 조금 띄운 배 위에 그것도 서서가 아니라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 되는 것은 약하고 오히려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시몬에게 잘 들리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관심도 없이 생업에 열심을 하였던 사람 시몬을 위한 선포였고, 가르침이었고 또 

실패에 대한 치유를 할 순간이었습니다. 고기 잡이에서 실패한 시몬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배 위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받았고 뜨거워 졌으며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권위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은 훗날 시몬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우고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아 사도행전 2 장 14 절에 성령의 받고 그의 첫 

설교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읽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곳에 모여 있는 무리들 중 41 절에 3,000 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제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전도 방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적인 것으로 실패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과 복음 사역에 대하여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5 절에서 시몬의 고백을 통하여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 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고기 잡이 즉 세상적인 기술로 살아 왔던 자신을 포기하고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것이 복음의 권위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기 

재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세상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6 절). 고기 잡는 어부인 자신이 밤이 

맞도록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것을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평생 잡아 

보지 못한 어부로서 최고의 경지를 체험하는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가까운 

어부들을 불러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실어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7 절).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상태를 

직접 체험했을 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8 절). 이곳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몬’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만들어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께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떠나 본래의 직업 어부로 돌아 간 것에 대한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과(요한복음 

1:40 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기 

자신은 죄와 관계없는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의인처럼 

살았던 것이 또는 의인은 아리더라도 최소한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설교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할 때 “회개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자신은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거나 또는 죄와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거나 생각했던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 그리고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죄’는 회개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때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직접 찾아 갔다가 다시 

어부로 돌아 갔지만 본문에서 10 절에 “이제 후로는”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직접 소명으로 불러 자신의 목적 있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라는 의미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바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소명 받은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11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좇았다”는 

것입니다(11 절). 이 내용이 복음 사역자의 소명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복음 사역자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3 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1 마태목음 8:19 절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니라” 

2 이사야 43:1 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복음 사역자로 부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4 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1 마태복음 9:9 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2 마태복음 4:21-22 절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셋째,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 사람을 낚는 복음 사역자를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용서 받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8 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 마태복음 3:1-2 절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 4:17 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 마가복음 6:12 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2 사도행전 3:19 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