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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Where do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 오늘의 본문말씀 : 마가복음 10:14b
Today’s main verse is Mark 10:14b.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마가복음 10:14b입니다.
『Mark 10:14b』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마가복음 10:14b』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1 Introduction서론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horrific and saddest one among many social issues that were raised here
in Korea in the first month of this new year? 여러분은 올해 들어와서 1월에 한국에서 생긴 일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슬펐던 사화적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Yes, I am sure it must be the death of a girl named Jung-in.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인이라는 소녀의
죽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horrific death of a 16-month-old allegedly abused by her adoptive parents has triggered an outpour-
ing of grief nationwide and anger over many missed chances to save her.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16개월된
아이의 끔찍한 죽음은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과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친데 대한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TheNational Forensic Service concluded that she died of severe abdominal injuries and internal bleeding
that were caused by “strong external force applied on her back.”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녀의 사인은 “등
허리에 가해진 강한 외부의 충격”에 의해 일어난 심각한 복부 상처와 내부 출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Signs of prolonged abuse, such as fractured bones and bruises, were also found on her once-healthy
body. 골절과 멍자국과 같은 오랫동안 일어난 학대의 징후들이 한 때 건강했던 그녀의 몸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Jung-in’s case has gained renewed national attention after SBS, a local broadcaster, aired a couple of
investigative reports to reveal the utter brutality of the abuse done to the toddler, and how child welfare
agencies and police have squandered golden chances that could have saved her life. 정인이 사건은 SBS
방송이그아기에게자행된학대의잔학성을폭로하고복지기관과경찰이그녀의생명을구할수있었던황금과
같은 기회를 어떻게 낭비해버리고 말았는가에 대해 몇 회에 걸쳐 탐사보도를 한 후, 전국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During the eight months from the adoption till her death, the suspected abuse took a devastating toll on
her. 입양에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8개월 동안,

The girl’s premature death has fueled a national reckoning over whatmany believed is a systemic failure
to protect society’s most vulnerable. 이 소녀의 때이른 죽음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에 대한 총체적 실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In addition, the accusations of Christianity has begun to increase, because her adoptive father was work-
ing for CBS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and also her adoptive parents were found as Pastor’s son and
daughter, respectively. 이에 더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정인이의 양아버지는 기독교
방속국인 CBS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양부모는 목사의 아들과 딸 이었기 때문입니다.

Hearing these reports I have thought this event would be one of the signs of the endtime. 이러한 기사
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 일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Jung-in’s death brings up the very important spiritual question. 정인이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Where do you think she went after she died? 그녀가 죽은 후, 그녀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message entitled “Where do little children gowhen they die?” in order

to be ready to give an answer to those who ask us the place where Jung-in is now. (1 Peter 3:15) 따라서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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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인이가지금어디에있는지를묻는사람들에게대답을할수있도록, “어린아이가죽으면어디로가나?”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15)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illuminate every aspect of
our lives. Now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 morning would know through this preaching
the Truth which makes us free. In Jesus’ name I pray. Amen.

2 Places to go after death죽은 뒤에 가는 장소들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irstly, is it true all men die? 첫 째,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Of course, all men die. 물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Secondly, do men die in order of seniority? 둘째,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죽습니까?
No, men do not necessarily die in order of seniority. 아닙니다, 사람은 꼭 나이 순서대로 죽는 것이 아닙

니다.
And nobody knows when he or she will die.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Thirdly, where do men go after death? 셋째,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Yes, there are only two places where men must go after death. 네, 죽은 뒤에 가게 되는 곳은 두 곳 만이

있습니다.
Heaven and hell are final places for all men. 천국과 지옥이 모든 사람의 종착지입니다.
Fourthly, who will go to Heaven? 넷째, 누가 천국에 갑니까?
In other words, how does a person gain entrance into Heaven after death?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Yes, we can go to Heaven only by accepting Jesus Christ as our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Now let’s read some Bible verses. 이제 성경구절을 몇 개 읽어봅시다.
First of all I want to read Hebrews 9:27 and Romans 3:23. 제일 먼저 히브리서 9:27절과 로마서 3:23절을

읽겠습니다.
『Hebrews 9:27』 27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히브리서 9:27』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Romans 3:23』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로마서 3:23』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These verses declare that all men are sinners, so they can not go to Heaven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after they die. 이구절들은모든사람이죄인이어서, 죽은뒤에하나님의영광으로가득한천국에갈수없다고
선언합니다.

So everyone’s default destination is hell where we pay for our sins. 모든사람의기본적종착지는우리의
죄 값을 치를 지옥입니다.

However, God prepared for us another place for punishing our sins, which is Calvary. 하지만, 하나님께
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들을 처벌할 다른 장소로, 갈보리를 준비하셨습니다.

In other words, God chose hell and Calvary in order to punish sins in His wisdom. 다시 말해서, 하나님
께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지옥과 갈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By the way we can’t work our way into Heaven andwe can’t bear the punishment of hell. 그런데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We need someone to save us.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So, if you really want to not go to hell, you must go to Calvary! 그래서, 만일 당신이 지옥에 가고싶지

않다면, 갈보리로 가야 합니다!
At Calvary Jesus did what was necessary to remove everything that separated man from Go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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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the punishment we should have. 갈보리에서예수님은우리가져야할형벌을짊어지심으로써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At Calvary Jesus became SIN for us!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Let’s read 2 Corinthians 5:21. 고린도후서 5:21절을 읽어봅시다.
『2 Corinthians 5:21』 21 For he hath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고린도후서 5:21』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If you go to Calvary and meet Jesus who became sin for you and died for you and rose again three days

later,만일 당신이 갈보리에 가서 당신을 위해 죄가 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you will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것입니다.
So to speak, you will be saved and go to Heaven if you receive Jesus who did defeat the power of hell

and Death as your personal Saviour and the Lord! 말하자면, 만일 당신이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적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Let’s read John 1:12. 요한복음 1:12절을 읽어봅시다.
『John 1:12』 12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요한복음 1:12』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With this being said, here arises the question.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Are little children like 16 month old girl named Jung-in able to perceive the Gospel and receive Jesus as

Savior? 정인이라는 16개월 된 어린 아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I am sure you all don’t think they are able. 분명히 여러분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If so, is Jung-in in hell at this moment because she did not accept Jesus? 그렇다면, 정인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This question might lead to the idea that God seems to be unfair to little children. 이질문은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할 지 모릅니다.
So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some theologians and NewAgers have even made the unbiblical

places such as Limbo. 그래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어떤 신학자들과뉴에이저들은림보와같은비성경
적인 곳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In Catholic theology, Limbo, referring to the edge of Hell, is the viewpoint concerning the afterlife con-
dition of those who die in original sin without being assigned to the Hell of the Damned. 카톨릭 신학에서
지옥의변방을나타내는림보는원죄상태에서죽은사람들이지옥의저주에처해지지않고있게된다는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he film titled “Inception” directed by Christopher Nolan shows that Limbo, as it is referred
to in the dream realm, is an expanse of infinite raw subconscious. 덧붙여, 크리스토퍼놀란감독의인셉션이
라는 영화는 꿈의 영역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림보가 무한한 무의식의 확장임을 보여줍니다.

However, according to Scripture there are no other places except Heaven and hell where all humans go
after they die. 하지만, 성경기록에따르면모든인간이죽은뒤에가는곳은천국과지옥외의장소는없습니다.

3 Misunderstood events오해된 사건들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ave you ever blamed God while you were reading the Bible?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비난해 본 적이
있습니까?

Or have you ever thought God was cruel when you read the Bible?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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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want to read the verses which could provokemisunderstanding about God. 하나님에대해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1 Samuel 15:2 & 3. 사무엘상 15:2 & 3절을 읽어봅시다.
『1 Samuel 15:2-3』 2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I remember [that] which Amalek did to Israel, how he laid

[wait] for him in the way, when he came up from Egypt. 3 Now go and smite Amalek, and utterly destroy all that they
have, and spare them not; but slay both man and woman, infant and suckling, ox and sheep, camel and ass.
『사무엘상 15:2-3』 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Let’s read the last part once again.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slay both man and woman, infant and suckling,”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를 죽이라”
This is the commandment of the LORD of hosts. 이것이 만군의 주의 명령입니다.
This brings up the question. 이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Why did God command Israelites to kill even all little children such as infant and suckling when they

smote Amalek and other Canaanites? 왜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사람들에게아말렉과다른가나안족속들을
칠 때 젖먹는 아기와 같은 어린 아이들조차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Many commentators give us various explanations about God’s command as such. 많은주석가들이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at being said, I am sure that we cannot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these verses unless we get
to know where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저는어린아이들이죽어서어디로가는지를알지못한다면우리가이런구절들의정확한의미를이해할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Now let’s go to the New Testament, and readMatthew 2:16-18. 이제신약으로가서마태복음 2:16-18절을

읽어봅시다.
『Matthew 2:16-18』 16 Then Herod, when he saw that he was mocked of the wise men, was exceeding wroth, and

sent forth, and slew all the children that were in Bethlehem, and in all the coasts thereof, from two years old and under,
according to the time which he had diligently inquired of the wise men. 17 Then was fulfilled that which was spoken
by Jeremy the prophet, saying, 18 In Rama was there a voice heard, lamentation, and weeping, and great mourning,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and would not be comforted, because they are not.
『마태복음 2:16-18』 16 ¶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 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지혜자들에게부지런히물은때를기준으로베들레헴과그것의모든지경내에있던두살아래의모든
아이들을죽이니라. 17 이에대언자예레미야를통해말씀하신것이성취되었으니일렀으되, 18 라마에서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As such, all the children that were in Bethlehem, and in all the coasts thereof, from two years old and
under were killed by Herod. 이와 같이,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So some folks think these little children could not be killed unless the Messiah came. 그래서 어떤 사람
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And also they ask God if He sent the Messiah into the world without child deaths.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어린 아이들의 죽음 없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However, I am sure that they could understand more about the providence of God revealed in these
verses if they get to know where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하지만,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았더라면 이 구절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 What Jesus says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Now let’s search for what Jesus says about little children. 이제예수님께서어린아이들에대해말씀하신것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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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I want to read Mark 10:13-16. 첫째, 마가복음 10:13-16절을 읽겠습니다.
『Mark 10:13-16』 13 And they brought young children to him, that he should touch them: and [his] disciples

rebuked those that brought [them]. 14 But when Jesus saw [it], he was much displeased, and said unto them,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15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he shall not enter therein. 16 And he took them up in
his arms, put [his] hands upon them, and blessed them.
『마가복음 10:13-16』 13 ¶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

분의제자들이그들을데려온자들을꾸짖거늘 14 예수님께서그것을보시고심히기뻐하지아니하사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내게오는것을허락하고그들을막지말라. [하나님]의 왕국은그런자들의것이니라.
1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16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Let’s read some verses from Matthew 18:1-14. 마태복음 18:1-14절에서 몇 구절을 읽어봅시다.
『Matthew 18:1-3』 1 At the same time came the disciples unto Jesus, saying,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2 And Jesus called a little child unto him, and set him in the midst of them, 3 And said,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ye be converted, and become as little children, ye shall 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8:1-3』 1바로그때에제자들이예수님께나아와이르되,하늘의왕국에서는누가가장크니이까?

하매 2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Matthew 18:10』 10 Take heed that ye despise not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say unto you, That in heaven their

angels do always behold the face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마태복음 18:10』 10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Matthew 18:14』 14 Even so it is not the will of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should

perish.
『마태복음 18:14』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These verses we know so well are not just metaphors to live innocently like children.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구절들은 단지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게 살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We should not overlook the actual fact which were spoken by Jesus himself. 우리는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실제의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In other words, Jesus explicitly declares that children enters the kingdom of God, that is, heaven.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5 Knowing good and evil선과 악을 알기
One question may arise here.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What is the criterion for little children and old children or adults? 어린 아이와 늙은 아이 혹은 어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So to speak, by how old they are, they go to Heaven? 말하자면, 얼마의 나이를 기준으로 그들이 천국에
갑니까?

The Bible also makes a very clear statement on this point. 성경은이점에대해서도아주분명히기술하고
있습니다.

In the Greek language, the Bible records a child ‘paidarion’ when a half grown child ‘paidion’ grows
up and is no longer a little child. 성경은그리스어로어린아이 “파이디온”이 자라서더이상어린아이가아닌
아이를 “파이다리온”으로 적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a child ‘paidarion’ is used when he or she can give accountability to God for his or her
thoughts and actions.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회계보고 할 수 있을 때,
“파이다리온”이 사용됩니다.

We can verify this inmany places in the Old andNew Testaments,우리는이것을구약과신약여러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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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습니다,
but I think it will make sense if we just read Deuteronomy 1 and Isaiah 7. 그러나신명기 1장과이사야서

7장만 읽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et’s read Deuteronomy 1:34-39. 신명기 1:34-39절을 읽어봅시다.
『Deuteronomy 1:34-39』 34 And the LORD heard the voice of your words, and was wroth, and sware, saying,

35 Surely there shall not one of these men of this evil generation see that good land, which I sware to give unto your
fathers, 36 Save Caleb the son of Jephunneh; he shall see it, and to him will I give the land that he hath trodden upon,
and to his children, because he hath wholly followed the LORD. 37 Also the LORD was angry with me for your sakes,
saying, Thou also shalt not go in thither. 38 [But] Joshua the son of Nun, which standeth before thee, he shall go in
thither: encourage him: for he shall cause Israel to inherit it. 39 Moreover your little ones, which ye said should be a
prey, and your children, which in that day had no knowledge between good and evil, they shall go in thither, and unto
them will I give it, and they shall possess it.
『신명기 1:34-39』 34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사람들중에는내가너희조상들에게주기로맹세한그좋은땅을볼자가하나도없으리라. 36 다만여분네의
아들갈렙은온전히주를따랐은즉그는그땅을볼것이요, 그가 밟은땅을내가그와그의자손들에게주리라,
하시고 37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8 그러나 네 앞에
서는눈의아들여호수아는거기에들어가리니그의용기를북돋으라. 그가이스라엘로하여금그땅을상속하게
하리라. 39 또한너희가탈취물이되리라하던너희의어린것들과그날에선악을알지못하던너희의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In Deuteronomy chapter 1, Moses reminds the Israelites of their sin of unbelief in the wilderness.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불신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They deliberately sinned against God for not entering the Promised Land. 그들은약속의 땅에들어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When the whole nation of Israel sinned against God, all grown-ups who were old enough to be account-
able to Him, died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River and did not own the Promised Land,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계보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란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
저편에서 죽어,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However, childrenwho had no knowledge between good and evil, could possess it. (Numbers 14:29-31).
하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29-31)

In other words, God clearly knew the age to be accountable to Him, and He saw that little children were
not accountable for their sins.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를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계보고할 수 없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Now let’s read Isaiah 7:14-16. 그럼 이사야 7:14-16절을 읽어봅시다.
『Isaiah 7:14-16』 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sha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15 Butter and honey shall he eat, that he may know to re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16 For before the child shall know to re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the land that thou abhorrest
shall be forsaken of both her kings.
『이사야 7:14-16』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그의이름을임마누엘이라하리라. 15 그가버터와꿀을먹겠고이로써악을거절하며선을택할줄알리니
16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As such, even the Lord Jesus, when on earth, had to grow mature until he could see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 이처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까지 충분히
자라야 했습니다.

Of course there is no doubt that He would choose good and reject evil, but he must have grown up until
that happened. 물론예수님께서선을선택하고악을물리쳤을것은의심할바없지만, 그 일이일어날때까지
자라야만 했습니다.

Jesus is different from us in that he had never sinned, but he is no different from us in that he had to
grow up to an age when he could have knowledge between good and evil. 예수님은죄를지은적이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야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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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습니다.
Therefore, although we are all sinners from birth, God does not hold us accountable for our sins until

the age of accountability.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까지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6 Age of accountability하나님께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
Where exactly this age of accountability falls, the Scripture does not say.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정확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However, it is clear that as children reach the age of six or more, their capacity to absorb and understand
moral and spiritual truth has grown significantly. 하지만, 아이들이여섯살정도가되면, 도덕적, 영적진리를
흡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자랍니다.

Some Christians confess that they placed their faith in Christ as a six year old,어떤그리스도인들은여섯
살 때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and they distinctly remember knowing, even at that age, that they were sinners who needed a Savior.
그리고 그들은 그 나이에도 자신들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았다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Our culture even todaymay contain a dim reflection of this concept since we typically first send children
off to begin their formal education at age six.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여섯 살 때 처음으로 공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에도 이런 사고가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Just so you know, the youngest I have ever led to Christ was an 8 year old. 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8살이었습니다.

In the Jewish culture in which Jesus grew up, boys went through what today is called a “bar mitzvah”
at age 12. (“Bar mitzvah” literally means “a son of the law.”) 예수님이 자란 유대 문화에서, 남자 아이들은
열두살때현재 “바 미츠바”라고 불리는의식을치릅니다. (“바 미츠바”는 문자그대로 “율법의아들”이라는
뜻입니다.)

At age 12, a boy was no longer to be considered a boy but a young man, who now had responsibility
to make mature decisions and be held accountable for his own behavior. 열 두 살이 되면, 남자 아이는 더
이상아이가아니라젊은남자로여겨지고, 그는성숙한의사결정을할책임을갖고자신의행동에책임을지게
됩니다.

Before age 12, his parents were held accountable for his behavior, but from age 12 and on he was to
accept full responsibility for his own decisions. 열 두 살 이전에는, 그의 부모가 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만,
열 두 살 부터는 그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This is why Jesus was in the Temple at age 12, “sitting in the midst of the doctors, both hearing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Luke 2:46).
이것이 예수님께서열두살때성전에서이렇게한이유입니다, “그분께서박사들한가운데앉으사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누가복음 2:46)
Every adultmale had a responsibility to be in Jerusalem for themajor feasts, and Jesuswas now regarded,

at age 12, as an adult male with adult responsibilities. 모든 성인 남자는 주요한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을 책
임이 있으며, 예수님은 여기서 열 두 살 때, 성인의 책임을 가진 성인 남자로 여겨졌습니다.

That being said, we can find another criterion regarding the age of accountability in Numbers 14:29-31.
우리는 민수기 14:29-31절에서 회계보고할 책임이 있는 나이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Numbers 14:29-31』 29 Your carcases shall fall in this wilderness; and all that were numbered of you, according

to your whole number, from twenty years old and upward, which have murmured against me, 30 Doubtless ye shall
not come into the land, [concerning] which I sware to make you dwell therein, save Caleb the son of Jephunneh, and
Joshua the son of Nun. 31 But your little ones, which ye said should be a prey, them will I bring in, and they shall
know the land which ye have despised.
『민수기 14:29-31』 29너희사체가이광야에쓰러지되곧너희의전체수에따라너희중에서스무살이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너희로하여금거하게하리라한땅에너희가결단코들어가지못하리라. 31 그러나너희가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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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God says “from twenty years old and upward, which have murmured against me, Doubtless ye
shall not come into the land.”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은, 결탄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And also He says “But your little ones, which ye said should be a prey, them will I bring in, and they
shall know the land which ye have despised.”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Taken all these together, I am sure that the age of accountability varies depending on cognitive functions,
affective stabilities, cultural environments, exposure to the Gospel, and so on.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는 인지기능, 정서적 안정, 문화적 환경, 복음에의 노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 In cases of Job and David욥과 다윗의 경우
Now let me check once more that children before the age of accountability go to Heaven when they die
through the cases of Job and David. 이제 욥과 다윗의 사례를 통해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의
아이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read Job 3:11-17. 욥기 3:11-17절을 읽어봅시다.
『Job 3:11-17』 11 Why died I not from the womb? [why] did I [not] give up the ghost when I came out of the belly?

12 Why did the knees prevent me? or why the breasts that I should suck? 13 For now should I have lain still and been
quiet, I should have slept: then had I been at rest, 14 With kings and counsellers of the earth, which built desolate places
for themselves; 15 Or with princes that had gold, who filled their houses with silver: 16 Or as an hidden untimely birth
I had not been; as infants [which] never saw light. 17 There the wicked cease [from] troubling; and there the weary be
at rest.
『욥기 3:11-17』 11 어찌하여내가태에서부터죽지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내가배에서나올때에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13 그리하지아니하였더라면이제는내가가만히누워평온히지내고잠들어안식하였을것이요, 14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조언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5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자기집을채운자들과함께있었을것이요, 16 혹은남모르게유산된자같이내가존재하지도아니하였
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들 같았으리라. 17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As such, Job, who was in extreme agony, says that if he had died in the state of a fetus, a newborn, or an
infant, his soul would have gone “there.”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은, 태 속에 있을 때, 태어나자
마자, 혹은 젖먹이 때 죽었더라면, 내 혼이 “거기에” 갔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Considering Job’s expressions and time when it was before Jesus’ resurrection, it is clear that the place
“there” is Paradise. 욥의 표현과 그 때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기에”라는 장소는
낙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Here Job confirms that little children go to Paradise or Heaven when they die. 여기서 욥은 어이 아이가
죽으면 낙원 혹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Let’s go to 2 Samuel 12. 사무엘하 12장을 봅시다.
I will read some verses from 2 Samuel 12:13-24. 사무엘하 12:13-24절 중에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2 Samuel 12:13-24』 13a And David said unto Nathan,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14 Howbeit, because

by this deed thou hast given great occasion to the enemies of the LORD to blaspheme, the child also [that is] born unto
thee shall surely die. 15b And the LORD struck the child that Uriah’s wife bare unto David, and it was very sick.
16 David therefore besought God for the child; and David fasted, and went in, and lay all night upon the earth. 17b

but he would not, neither did he eat bread with them. 18a And it came to pass on the seventh day, that the child died.
19b therefore David said unto his servants, Is the child dead? And they said, He is dead. 20 Then David arose from
the earth, and washed, and anointed [himself], and changed his apparel, and came into the house of the LORD, and
worshipped: then he came to his own house; and when he required, they set bread before him, and he did eat. 21 Then
said his servants unto him, What thing [is] this that thou hast done? thou didst fast and weep for the child, [while it
was] alive; but when the child was dead, thou didst rise and eat bread. 23 But now he is dead, wherefore should I fast?
can I bring him back again? I shall go to him, but he shall not return to me. 24a And David comforted Bathsheba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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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e,
『사무엘하 12:13-24』 13a 다윗이나단에게이르되, 내가 주께죄를지었노라, 14 그러나이행동으로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15b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시매 아이가 심히 앓더라. 16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간청하되금식하고안에들어가서밤새도록땅에엎드렸더니 17b 그가원치아니하고그들과
함께빵도먹지아니하더라. 18a 일곱째날에그아이가죽으니라. 19b 그러므로자기신하들에게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20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가 요구하매 그들이 그 앞에
빵을 차려 놓으니 그가 먹으므로 21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왕께서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으나 아이가 죽은 뒤에는 왕께서 일어나서 빵을 드시니 도대체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니이까? 하매 23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그에게로가려니와그는내게로돌아오지아니하리라, 하니라. 24a ¶ 다윗이자기아내밧세바를
위로하고

I will read the last part of verse 23 once again. 23절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I shall go to him, but he shall not return to me.”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

리라.”
When his child died from being ill, David showed the opposite attitude to the usual behavior of a parent

who lost his child to the point that even his servants could not understand. 아이가병들어죽었을때, 다윗은
그의 신하들 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를 잃은 보통의 부모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It’s because David knew that his son was already in Heaven. 그것은 다윗이 아들이 이미 천국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In other words, David is saying, when I die, I will go to where my son is.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will see him and be reunited with him. 나는 그를 보겠고, 그와 다시 연합하리라.
Well, where did David,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go when he died?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죽어 어디로 갔겠습니까?
He went into Heaven, into the presence of God.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갔습니다.
And he declares that he would find his son waiting for him there. 그는 거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찾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Perhaps it was with this news that “David comforted Bathsheba his wife.” 아마도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8 Conclusion결론
Now I want to conclude my sermon this morning. 이제 오늘 아침 설교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The Scripture indicates clearly that there is an age of accountability. 성경기록은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
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So children before the age of accountability go to Heaven when they die. 그래서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의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To be sure, they are received there not because they deserve it, since we all are conceived in sin (Psalm
51:5), but because God is merciful and gracious.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둔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자격이있어서천국에가는것은아닙니다. 그것은하나님께서긍휼이많으시고은혜가풍성하
시기 때문입니다.

May those who have lost children take great comfort in these words. 아이들을 잃은 사람들이 이 말들로
큰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Mark 10:14b』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마가복음 10:14b』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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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hat makes us free. Please
help us to continue to abide in your Word until the Lord comes again.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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