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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ive Questions About Hellbound
■ 오늘의 주 성경구절 : 갈라디아서 1:8-9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Welcome, Everyone to Incheon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인천국제침례교회에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We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n theHouse of God! 오늘이하나님의집에서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day’s main verses are Galatians 1:8-9.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갈라디아서 1:8-9절 입
니다.
『Galatians 1:8-9』 8 But th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9 As we said before, so say
I now again, If any [ma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ye have received, let him be
accursed.
『갈라디아서 1:8-9』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말한것같이내가지금다시말하노니만일어떤사람이너희가받아들인것외에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 Introduction서론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nyone who has watched Hellbound?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십니까?
You don’t have to raise your hands.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As you know, Hellbound is a South Korean dark fantasy streaming television series

directed by Yeon Sang-ho, based on his own webtoon of the same name. 아시다시피지옥
행은 연상호 감독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의 다크 판타지 TV시리즈입니다.

The series is an original Netflix release about supernatural beings appearing out of
nowhere to condemn people to Hell. 이시리즈는갑자기나타나사람들을지옥으로보내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영화입니다.

It was released onNetflix onNovember 19, 2021 and became theworld’smostwatched
Netflix series the next day, surpassing Squid Game. 이영화는 2021년 11월 19일넷플릭스
에 공개되자마자 다음 날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Hellbound recorded 43.48 million views in three days of release and rose to top spot
in the Netflix global TOP 10 TV (non-English) category. 지옥은공개 3일만에 4,348만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권)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It ranked first in the ‘TOP 10’ in 12 countries, whereas it was listed in the ‘TOP 10’
list in 59 countries worldwide. 이 영화는 12개국 ’TOP 10’ 리스트에서 1위, 전 세계 59
개국에서는 ’TOP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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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fastest rate for a Korean series on Netflix. 이것은넷플릭스의한국시리즈물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It surpassed another Netflix-produced Korean drama, Squid Game, as the most pop-
ular show on Netflix on its initial release.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또 다른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을 제치고 공개 초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Thus, Hellbound has been also indoctrinating so many souls over the world with the
ideas that are implied in it. 이렇게 지옥은 그 안에 함축된 아이디어로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message entitled “FiveQuestionsAboutHellbound”
to assess the ideas that are implicated in the most popular drama series in the world at
this time. 따라서 저는 오늘 “지옥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드라마 시리즈에 내포된 생각들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here at IIBC this morning.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would be able to discern the Devil’s tactics hidden in Hellbound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2 Can we know our future?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을까?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입니다.

Can we know our future?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In Hellbound, people are visited by an eerie face that materializes in front of them,

and told the time and date of their imminent death. 지옥에서 사람들 앞에 섬뜩한 얼굴이
나타나 그들에게 죽음이 임박했고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And then, just like clockwork, three hulking great brutes burst in from another dimen-
sion and pulverize that person in a beatdown that results in full-body incineration. 그리고
시계 장치처럼 거대한 괴물 셋이 다른 차원에서 튀어 나와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그 몸은 화장이 됩니다.

So, Hellbound asserts that people can know the exact time to die or the time of the end
of life, putting aside the reason of death or the cause of death. 그래서, 지옥은죽음의이유
혹은 원인을 제쳐두고라도 사람들이 정확한 죽을 시간 혹은 삶이 끝날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In other words, it indoctrinates people into thinking that we can foretell what will
happen tomorrow, next month, and next year. 다시말해서, 이영화는사람들이내일, 내달,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세뇌시킵니다.

However, Scripture does not say so.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Let’s read Ecclesiastes 7:14 and 8:7, and Proverb 27:1. 전도서 7:14, 8:7, 잠언 27:1절을

읽어봅시다.
『Ecclesiastes 7:14』 14 In the day of prosperity be joyful, but in the day of adversity consider:

God also hath set the one over against the other, to the end that man should find nothing after him.
『전도서 7:14』 14 형통하는날에는기뻐하되역경을당하는날에는깊이생각하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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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또한 이것과저것을마주보게두신것은사람이자기뒤에일어날일을찾지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Ecclesiastes 8:7』 7 For he knoweth not that which shall be: for who can tell him when it shall

be?
『전도서 8:7』 7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Proverbs 27:1』 1 Boast not thyself of to morrow; for thou knowest not what a day may bring

forth.
『잠언 27:1』 1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As such, we can never know what will happen even after a second. 이와 같이, 우리는

일 초 후에 일어날 일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By the way, some Christians have said that they know the time and date of Rapture or

the end of this world.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휴거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시간과 날을 안다고 말해 왔습니다.

The Dami Mission 다미선교회 was one of date setters for Rapture. 휴거의 날짜를 꼭
집어 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미선교회입니다.

It was a Christian religious movement founded in South Korea by Lee Jang Rim李長
林. 다미선교회는 한국의 이장림이 설립한 기독교 종교운동 단체였습니다.

It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after Lee predicted that the Rapture and end of the
world would occur on 28 October 1992. 이장림이휴거와이세상의종말이 1992년 10월 28
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후 다미선교회는 세계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After the prediction failed, Lee was convicted of defrauding his followers out of mil-
lions of dollars. 그예측이실패로돌아간후, 이장림은 추종자들로부터수백만불을갈취한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Anyhow, nobody knows the time and date of Rapture. 어쨌거나, 아무도휴거의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Not even Jesus knew His time of coming, only God the Father, as Matthew 24:36-39
says,마태복음 24:36-39절말씀처럼, 하나님아버지외에는예수님조차그분께서오실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Matthew 24:36-39』 36 But of that day and hour knoweth no [man], no, not the angels of

heaven, but my Father only. 37 But as the days of Noe [were],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38 For as in the days that were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e entered into the ark, 39 And knew not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마태복음 24:36-39』 36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6 But of that day and hour knoweth no [man], no, not the angels of heaven, but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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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only.
37 But as the days of Noe [were],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38 For as in the days that were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

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e entered into the ark,
39 And knew not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Matthew 24:36-39』 36 But of that day and hour knoweth no [man], no, not the angels of

heaven, but my Father only. 37 But as the days of Noe [were],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38 For as in the days that were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e entered into the ark, 39 And knew not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마태복음 24:36-39』 36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With that being said, we were given the signs for imminent return of Jesus Christ, as
Matthew 24:33 says, 그것 그렇지만, 마태복음 24:3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Matthew 24:33』 33 So likewise ye, when ye shall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even] at the doors.
『마태복음 24:33』 33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I am sure that the emergence of programs like Squid Game andHellboundwhich twist

and pervert the biblical truths, belong to the signs of end times. 오징어게임이나 지옥과
같이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는 드라마의 출현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해당한다고 저는 확신합
니다.

3 What leads to Hell? 무엇이 지옥으로 가게 하나?
The second question. 둘째 질문입니다.

What leads to Hell?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In Hellbound, people go to Hell after they are killed by three hulking great brutes. 지

옥에서, 사람들이 세 거대한 괴물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에 갑니다.
The reason why they go to Hell is obscure though they are initially regarded as having

committed serious crimes. 비록 그들이 처음에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지만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Jung Jin-soo who is the founder and chairman of New Truth Society, says like this. 새
진리회 창립자이자 의장인 정진수는 이같이 말합니다.
“I also received a prophecy when I was a teenager in the orphanage. 저도 십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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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에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The angel told me that I would die at 10:30 P.M. 20 years later. 천사는 내가 20년 후

오후 10시 30분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I was unable to understand what the prophecy meant or what I had witnessed, I

searched the world for similar cases. 그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목격한 것이 무엇
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비슷한 사례를 세상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I never sinned before receiving the prophecy. 나는 예언을 받기 전에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That being said, the reason I told people that the wicked go to Hell, was to make our
world better and more righteous. 내가사람들에게악인은지옥에간다고말한이유는우리
세상을 더 좋고 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As such, Hellbound asserts that whether or not we go to Hell has nothing to do with
sins. 이처럼, 드라마 지옥은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아니냐는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However, Scripture does not say so. (Psalm 9:17; Matthew 5:22; Romans 3:23; 6:23; 2
Thessalonians 1:7-9; Jude 1:7; 2 Peter 3:7; Revelation 21:8)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9:17; 마태복음 5:22; 로마서 3:23; 6:23; 데살로니가전서 1:7-9; 유다서 1:7;
베드로후서 3:7;요한계시록 21:8)

Let’s read Psalm 9:17 and Revelation 21:8. 시편 9:17절과 요한계시록 21:8절을 읽어봅
시다.
『Psalms 9:17』 17 The wicked shall be turned into hell, [and] all the nations that forget God.
『시편 9:17』 17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Revelation 21:8』 8 But the fearful, and unbelieving, and the abominable, and murderers, and

whoremongers, and sorcerers, and idolaters, and all liars, shall have their part in the lake which
burneth with fire and brimstone: which is the second death.
『요한계시록 21:8』 8 그러나두려워하는자들과믿지않는자들과가증한자들과살인자

들과음행을일삼는자들과마법사들과우상숭배자들과모든거짓말쟁이들은불과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So, it is true that the wicked or sinners go to Hell or the lake of fire after they die. 악한
자, 죄인은 죽은 후 지옥, 불 호수에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So to speak, it is SIN that leads to Hell. 말하자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Here arises the question.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If so, what is the definition of sin? 만일 그렇다면, 죄의 정의가 무엇일까?
Sin is described in the Bible as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as 1 John 3:4 says,요한

1서 3:4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1 John 3:4』 4 Whosoever committeth sin transgresseth also the law: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요한1서 3:4』 4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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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arises another question.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Is it possible that there are souls who do not transgress the law of God 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은 혼도 있을 수 있을까?
No! 없습니다.
Romans 3:23 reads,로마서 3:23절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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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eans that all souls from Adam to the last one before the end of the world are

sinners,이것은아담에서세상마지막이오기적마지막사람까지모든혼이죄인이라는것을
뜻합니다.

so they are destined to Hell instead of Heaven full of the glory of God.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할 운명입니다.

By the way, like Jung Jin-soo, the Chairman of New Truth Society, somemight say that
they have never sinned. 하지만, 새진리회 의장 정진수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However, Scripture reveals that all of us have the sins hidden in our hearts, asMatthew
5:28 and 1 John 3:15 says,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마음 속에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5:28절과 요한복음 3: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Matthew 5:28』 28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looketh on a woman to lust after her

hath committed adultery with her already in his heart.
『마태복음 5:28』 28 나는너희에게이르노니, 누구든지여자를보고그녀에게음욕을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1 John 3:15』 15 Whosoever hateth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e know that no murderer

hath eternal life abiding in him.
『요한1서 3:15』 15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As such, we all have sins hidden in hearts as well as sins exposed. 이처럼우리모두는

겉으로 드러난 죄 뿐 아니라 마음 속에 감추어진 죄도 가지고 있습니다.
Therefore, it is true that all souls are sinners deserving to go to Hell. 따라서, 모든혼들

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이 사실입니다.

4 Do newborn babies have sin? 갓난 아기는 죄가 있나?
The third question. 세 번째 질문입니다.

Do newborn babies have sin? 갓난 아기는 죄가 있습니까?
In Hellbound, an angel appear at a certa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신생

아중환자실, proclaiming that a specific newborn baby will go to Hell at 9:30 P.M. three
days later. 지옥 드라마에서 어떤 천사가 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나타나, 한 갓난 아기가 사흘
후 9:30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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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rings up a couple of questions. 이는 몇 가지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Is it true that newborn babies go to Hell when they die? 갓 태어난 아기가 죽을 때

지옥에 가는 것이 사실일까요?
If so, do newborn babies have sin? 만일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가 죄가 있을까요?
Actually these two questions are two sides of a coin. 사실 이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Before I will answer these questions, I want to clarify the reason why director Yeon

Sang-ho연상호 set up this story about newborn babies’ sin.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연상
호 감독이 갓난아기의 죄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I am sure that it’s because he really wanted to attack Christianity through the idea of
Original Sin which is regarded by many non-Christians as an absurd one. 그 이유는 그가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죄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ow, I will answer the question about newborn babies’ sin and destination after their
death. 이제, 갓난아기의죄와그들의죽음이후의종착지에대한질문에대답해보겠습니다.

Speaking from the conclusion, newborn babies don’t go to Hell when they die, al-
though they have the Original Sin descended from Adam.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생아
는 비록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Let’s start to read Genesis 2:7. 창세기 2:7절 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Genesis 2:7』 7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창세기 2:7』 7 주 [하나님]께서땅의흙으로사람을지으시고생명의숨을그의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Here, human bodies such as brain, heart, lungs, stomach, liver, kidneys, etc. must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ly. 여기에서 뇌, 심장, 폐, 위, 간, 신장과 같은 신체 부위가
이미 완벽히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Then the BLOOD that travels around the body started to circulate, producing life phe-
nomena. 그리고 나서 피가 온 몸 구석구석을 순환하여 생명현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By the way, Adamwho gained life through BLOOD as such, was able to live an eternal
life in the Garden of Eden. 그런데, 이처럼 피를 통해 생명을 얻은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영
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However, as you know so well, he ate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bidden by God and returned to the dust.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
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So to speak, because of SIN that is the transgression of theWord of God, Adam’s blood
began to corrupt and he lost eternal life. 말하자면, 하나님의말씀을어긴죄로인해, 아담의
피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는 영생을 잃었습니다.

In addition, all of Adam’s descendants, who were subsequently born IN SIN in the
likeness and image of Adam, became unable to have eternal life due to the corrupt blood
(SIN+) inherited from Adam, as Genesis 5:3a and Romans 5:12 says, 이에 더해, 아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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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닮아 죄 가운데 잉태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로 부패한
피(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3a와 로마서 5:12절은
말합니다,
『Genesis 5:3a』 3 And Adam lived an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begat [a son] i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창세기 5:3』 a 3 ¶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Romans 5:12』 12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로마서 5:12』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
니라.

In other words, the inevitable destiny of mankind, which leads to not only physical
death but also spiritual death, began through the first man Adam in the Garden of Eden.
다시 말해서, 육신적 죽음 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에덴동산의 첫 사람 아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Thus, if a soul cannot convert his or her corrupt blood (SIN+) into the innocent blood
(SIN-), he or she will face the second death in the lake of fire, as Romans 6:23a and Rev-
elation 20:14 says,그래서, 만일 어떤 혼은 자신의 부패한 피(죄+)를 바꿀 수 없다면, 그는
로마서 6:23a와 요한계시록 20:14절 말씀처럼 불호수에서 둘째 사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Romans 6:23a』 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로마서 6:23a』 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Revelation 20:14』 14 And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요한계시록 20:14』 14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So, newborn babies seem to go to Hell when they die, due to a couple of reasons. 그래

서, 갓 태어난 아기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지옥에 갈 것 같이 보입니다.
Firstly, they are born in SIN, as Psalm 51:5 says,첫째, 그들은 시편 51:5절 말씀처럼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Psalms 51:5』 5 Behold, I was shapen in iniquity; and in sin did my mother conceive me.
『시편 51:5』 5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Secondly, they are not able to convert their corrupt blood (SIN+) into the innocent

blood (SIN-). 둘째, 그들은 그들의 부패한 피(죄+)를 무죄한 피(죄-)로 바꿀 수 없습니다.
However, God does not allow the little children to go to Hell, as Mark 10:14 says. 하

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0:14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Mark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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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0:14』 14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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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Here, Jesus explicitly declares that little children enter the kingdom of God, that is,
Heaven.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One question may arise here.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What is the criterion for little children and old children or adults? 어린아이, 나이먹은

아이,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So to speak, by how old they are, they go to Heaven? 말하자면, 몇 살을 기준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The Bible also makes a very clear statement on this point.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God does not hold us accountable for our sins until the age of accountability. 會計報告

하나님은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까지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Where exactly this age of accountability falls, the Scripture does not say.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Personally I think that the age of accountability varies depending on cognitive func-

tions, affective stabilities, cultural environments, exposure to the Gospel, and so on.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는 인지기능, 정서적 안정, 문화적 환경, 복음에 대한
노출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Anyhow, the Scripture indicates clearly that there is an age of accountability. 어쨌거나,
성경은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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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is chance, I would like you to listen to my sermon entitled “Where do little chil-
dren go when they die?” to understand the age of accountability more in depth. 이 자리
를 빌어,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라는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 Can men save men from Hell? 사람이 사람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나?

The fourth question. 네 번째 질문입니다.
Can men save men from Hell? 사람이 사람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At the end of the series Hellbound, So-hyun’s baby Toughie mercifully survives its

decreed execution. 이 지옥 시리즈 마지막에, 소현의 아기 튼튼이는 자비롭게도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It came at a cost of a sacrifice: 그것은 다음의 희생으로 얻어졌습니다:
So-hyun and her husband Young-jae,영재 as well as lawyerMinHye-jin, dowhat they

can to fight off the Hell monsters, 소현과 그녀의 남편 영재 그리고 변호사 민혜진은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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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들과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ventually securing the baby between them as the monsters kill the mother and father,

sparing the baby. 결국괴물들이엄마아빠를죽이는사이그사이의놓인아기를구합니다.
So, Hellbound shows us that men can save men from Hell. 그래서, 지옥 드라마는 우

리에게 인간이 인간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n other words, it stresses the point that humans do not need God as their Savior.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However, Scripture does not say so.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All humans are just sinners who need their Savior, as Romans 3:10,12,23 says,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일 뿐 입니다, 로마서 3:10,12,23절은 말합니다,
『Romans 3:10』 10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로마서 3:10』 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Romans 3:12』 12 They are all gone out of the way, they are together become unprofitable;

there is none that doeth good, no, not one.
『로마서 3:12』 12 그들이다길에서벗어나함께무익하게되고선을행하는자가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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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we can not be saved by works, as Romans 3:24,28 says,이에 더해, 우리는

행위에 의해 구원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24,28절은 말합니다,
『Romans 3:24』 24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로마서 3:24』 24 그리스도예수님안에있는구속(救贖)을 통해하나님의은혜로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Romans 3:28』 28 Therefore we conclude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without the deeds of

the law.
『로마서 3:28』 28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So, Jesus who is the Creator God had to come to us in flesh to save us from Hell, as

Colossians 1:15-17 and 1 Timothy 1:15 says,그래서, 창조주하나님이신예수님께서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신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골로새서 1:15-17절, 디모
데전서 1:15절은 말합니다,
『Colossians 1:15-17』 15 Who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16 For by him were all things created, that are in heaven, and that are i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ey be] thrones, or dominions, or principalities, or powers: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17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all things consist.
『골로새서 1:15-17』 15그분께서는보이지아니하는 [하나님]의형상이시요모든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16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있는것들, 보이는것들과보이지아니하는것들곧왕좌들이나통치들이나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모든것이그분에의해창조되고그분을위하여창조되었노라. 17 또그분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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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1 Timothy 1:15』 15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ation,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chief.
『디모데전서 1:15』 15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In addition, there is no other Savior except Jesus Christ. 이에더해, 예수그리스도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He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or deliver men from Hell, as John 14:6 says,그분은
요한복음 14:6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John 14:6』 6 Jesus saith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요한복음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Therefore, I would like you to realize that humanism which leads to anti-Christianity

is the ultimate goal of Hellbound as well as Squid Game. 따라서, 저는 반기독교로 인도하
는 인본주의야 말로 지옥 뿐 아니라 오징어게임 시리즈물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6 Can people resurrect from Hell? 사람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The fifth and last question.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Can people resurrect from Hell? 사람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In the most intriguing part of the finale of Hellbou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people actually are going to Hell gets shaken up by a shocking reveal: 가장흥미로운부분
인 지옥 드라마의 피날레에서, 충격적인 폭로에 의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닌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Park Jung-ja comes back to life. 박정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At the New Truth’s “sacred” tourist attraction, the corpse of Jung-ja - the woman

whose demonstration was aired live - suddenly reanimates and comes back to life, as
she wakes up, naked and alone.
새진리회의신성한관광지에서, 시연이생중계되고있는가운데박정자의시신이갑자기

소생하여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So Hellbound shows us that people can resurrect from Hell. 그래서 지옥 드라마는 사

람들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However, Scripture tells us that any soul in Hell can never escape there. 하지만, 성경은

지옥의 어떤 혼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Let’s read Luke 16:25,26. 누가복음 16:25,26절을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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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 16:25-26』 25 But Abraham said, Son, remember that thou in thy lifetime receivedst thy
good things, and likewise Lazarus evil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and thou art tormented. 26

And beside all this, between us and you there is a great gulf fixed: so that they which would pass
from hence to you cannot; neither can they pass to us, that [would come] from thence.
『누가복음 16:25-26』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고통을받느니라. 26 이모든것외에도우리와너희사이에는큰구렁텅이가놓여있어
여기서너희에게건너가려하는자들이갈수없고거기서오려하는자들도우리에게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Here we see the rich man who is very eager to escape from Hell,여기에지옥에서빠져
나오기를 열망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however, Abraham says to him “neither can they pass to us, that [would come] from
thence.”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 올 수 없다”
고 말합니다.

So to speak, he says that Hell is a place where nobody can escape. 말하자만, 지옥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Revelation 20:10. 요한계시록 20:10절을 읽어봅시다.
『Revelation 20:10』 10 And the devil that deceived them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are], and sha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
ever and ever.
『요한계시록 20:10』 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

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Here we see the lake of fire. 여기에 불호수가 나옵니다.
And also we can see the words “for ever and ever” in the last part of this verse. 그리고

또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영원무궁토록”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So, the lake of fire which is the final Hell, is a place where the trinity of Satan and also

lost souls can never escape.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 지옥이 불호수는 삼위일체 사타과 모든
잃어버린 혼들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I would like to say once again that Hell is a real place where souls can never escape
after they entered there. 지옥은한번거기에들어가면결코빠져나올수없는진짜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In addition, I want to point out that thismessage ofHellbound about resurrection from
Hell is derived from the Devil’s lie in the garden of Eden, as Genesis 3:4 says. 덧붙여, 부활
에 관한 지옥 드라마의 메세지는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한 거짓말에서 유래된 것임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창세기 3:4절입니다.
『Genesis 3:4』 4 And the serpent said unto the woman, Ye shall not surely die:
『창세기 3:4』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Here, Satan is saying, humans shall live forever even though they would disobey the

word of God. 여기에서, 사탄은인간이하나님의말씀에불순종할지라도영원히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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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this lie has brought out the idea of TRANSMIGRATION or REINCARNATION
thereafter. 그래서, 이 거짓말은 이후 윤회사상을 낳았습니다.

In other words, many many people got to believe that after death, a person’s soul can
be reborn in another body.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혼이
다른 사람의 몸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믿고 있습니다.

Therefore, this big lie has been leading somany souls to eternal damnation even through
Hellbound. 따라서, 이 큰 거짓말은 지옥 드라마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도 수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저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At this chance, I would like you to listen to my sermon titled “The Age of Bohemian
Rhapsody” to understand the New Age Movement including Reincarnation so well. 이
자리를 빌어, 윤회사상을 포함한 뉴에이지 운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헤미안 랩소
디의 시대”라는 제목의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 Conclusion결론
Now, I will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 In Hellbound, people are visited by an angel that tells them the time and date of
their death. 지옥드라마에서, 천사가사람들에게나타나그들이죽을날짜와시간을
알려줍니다.
However, we can never know what will happen even after a second. 하지만, 우리
는 결코 일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습니다.

2. In Hellbound, people go to Hell after they are killed by Hell monsters, although
the reason why they go to Hell is obscure. 지옥드라마에서, 사람들은지옥괴물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을 가게 되지만, 왜 지옥에 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However, Scripture tells us that all souls are sinners deserving to go to Hell. 하지
만, 성경은 모든 혼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임을 말해 줍니다.

3. In Hellbound, a newborn baby is proclaimed by an angel to go to Hell. 지옥 드라
마에서, 갓난아기가 지옥에 간다고 천사가 선언합니다.
However, the Bible says that souls who are under the age of accountability do not
go to Hell although they are sinners. 하지만, 성경은 회계보고할 나이가 되지 않은
혼들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 In Hellbound, the baby Toughie mercifully escapes from Hell by the sacrifice of
its parents. 지옥 드라마에서, 아기튼튼이는 부모의 희생으로 자비롭게도 지옥을
탈출합니다.
However, the Bible proclaims that only Jesus who is the Creator God and came to
us in flesh, can save us fromHell. 하지만, 성경은육신가운데우리에게오신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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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Hellbound, the woman whose demonstration was aired live, suddenly reani-
mates and comes back to life. 지옥 드라마에서, 시연이 생방송되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소생하여 생명을 되찾습니다.
However, Scripture tells us that no man can escape from Hell after they entered
there. 하지만, 성경기록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Taken all these things together, “god’s will in Hellbound” is not God’s will하나님의
뜻 in the Bible.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옥 드라마의 신의 의도”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It is Satan’s will to make as many people as possible go to Hell. 그것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는 사탄의 의도입니다.

Thus, it is the other gospel that we should avoid, as Romans 16:17-18 says. 그래서,
그것은 로마서 16:17-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피해야 할 다른 복음입니다.
『Romans 16:17-18』 17 Now I beseech you, brethren, mark them which cause divisions and

offences contrary to the doctrine which ye have learned; and avoid them. 18 For they that are such
serve not our Lord Jesus Christ, but their own belly; and by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deceive
the hearts of the simple.
『로마서 16:17-18』 17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분쟁을일으키거나실족하게하는자들을주목하고그들을피하라. 18 그런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Now,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이제,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Galatians 1:8-9』 8 But th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9 As we said before, so say
I now again, If any [ma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ye have received, let him be
accursed.
『갈라디아서 1:8-9』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말한것같이내가지금다시말하노니만일어떤사람이너희가받아들인것외에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I earnest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would always be alert spiritually and
preach the Gospel to save lost souls from Hell.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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