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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 MIKE BICKLE 
REMEMBERING OUR PROPHETIC HISTORY (2019) 

 

 

Session 7 Song 8:6, Hephzibah, God’s Beauty, and Jesus in Red 
07 아가서 8장 6절, 헵시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붉은 의복의 예수님 

I. ENCOUNTERING JESUS AS OUR BRIDEGROOM GOD—SONG 8:6 (JULY 1988) 
우리  신랑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남- 아가서  8:6 (1988년  7월 ) 

 
A. In July 1988, while in my office reading a wedding card with Song 8:6 on it, I began to pray, 

“Jesus, seal my heart with Your seal of love.” I began to weep. I asked the receptionist to hold all 
my calls. Ten minutes later, the receptionist called and said, “Bob Jones is on the phone. He heard 
the audible voice of God for you.” At that moment, I was on my knees weeping over the Song 8:6. 
1988년  7월 , 사무실에서  결혼 초대장에  적혀진  아가서  8장 6절을  읽으면서 , 나는 “예수님 , 제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인을 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비서에게  나에게  온 전화를 
바꿔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10분후에  비서가 나를 부르더니  “ 밥 존스의  전화입 니다. 그가 당신에  대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라고 말했다. 그 때 , 나는 아가서  8:6절의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6 Set Me [Jesus] as a seal upon your heart…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God’s] jealousy 
as cruel [demanding] as the grave; its flames are flames of fire… (Song 8:6) 
6 너는 나를 (예수님 ) 도장 (인 )같이  마음에  품고…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하나님 의 ) 질투는 스올 
(무덤 )같이  잔인하며  (요구하고)…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6) 

 
B. Bob Jones called to tell me at that very moment that the Lord spoke audibly to Him promising to 

release grace across the Body of Christ worldwide to walk in Song 8:6-7 and that for the rest of 
my ministry I was to focus on this theme—the first commandment. The month prior, in June 1988, 
we connected with John Wimber, who emphasized worship that was focused on intimacy with God. 
그 순간 밥 존스가 전화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전세계의  
그리스도의  몸에  아가서 8:6-7절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풀어  주실  것이고, 남은 나의  사역의  중심  
주제가 첫  계명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한달 전인  1988년  7월에  우리는 존 윔버와 연결되었는데 ,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강조했었다. 

 
C. Around 9am, I called Diane to tell her what happened. Then I read all eight chapters of the Song of 

Solomon for the first time in a serious way. I said to the Lord, “This is not going to work.” 
9시경 , 나는 아내  다이앤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아가서의  여덟  장 모두를 읽고 주님께  말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II. THE FIRST COMMANDMENT—LIGHTNING STRIKES (OCTOBER 29, 1989) 

첫  계명 - 번개가 치다  (1989년 10월 29일 ) 
 

A. Noel Alexander said, “Hear, O Israel…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He spoke this scripture 
twice. The second time he shouted, “Hear, O Israel!” At that very moment, a bolt of lightning struck 
the building. God was emphasizing the priority of the first commandment and intimacy in worship. 
노엘  알렉산더가 말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너 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는 이  구절을 2번  
말했다. 두 번째는 그가 크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외쳤다. 바로 그 순간, 번쩍이며  번개가 빌딩에  떨어졌다. 
하나님은 첫  계명의  우선순위와 예배에서의  친밀감을 강조하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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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ear, O Israel: The LORD…is one! 5You shall love the Lord…with all your heart. (Deut. 6:4-5)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여호와이시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6:4-5) 

 
B. For the first time, the Spirit will universally emphasize our spiritual identity as Jesus’ Bride. 

As sons of God, we are in the position to experience God’s throne as heirs of His power. 
As the Bride, we are positioned to experience God’s heart (emotions or affections for us). 
처음으로, 성령님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 우리는 그의  능력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의  보좌를 경험하는 위치에  있다. 
신부로서 , 우리는 하나님 의  마음(우리를 향한 애정과 감정 )을 경험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17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7)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십시오!”(계 22:17) 

 
III. CALL THEM HEPHZIBAH (NOVEMBER 1995) 

그들을 헵시바라  부르라  (1995년  11월 ) 
 

A. In November of 1995, I had a prophetic dream exhorting me to call God’s people, “Hephzibah.” 
I heard a loud voice like thunder say, “Call them Hephzibah, the Lord delights in you.” I suddenly 
woke up from the dream with the Spirit resting on me. I knew the Spirit had given me this message. 
1995년  11월 ,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헵시바”라고 부르라고 촉구하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다. 나는 마치  
천둥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헵시바라  불러라 , 주님 이  너 희를 기 뻐하신다 .” 나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을 느낀  채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성령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음을 알았다. 
4“You shall be called Hephzibah...for the LORD delights in you…5For as the bridegroom rejoices 
over the bride, so shall your God rejoice over you. 6I have set watchmen [intercessors] on your 
walls…they shall never hold their peace [be silent, NAS] day or night…” (Isa. 62:4-6) 
4 “…너를 헵시바라  하며…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 뻐하실  것이며…5신랑이  신부를 기 뻐함 같이  네  
하나님 이  너를 기 뻐하시리라 . 6예루살렘이여  내가 너 의  성벽  위에  파수꾼 (중보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사 62:4-6) 

 
B. The “Hephzibah message” is that God delights in us and rejoices over us as a Bridegroom rejoices 

over a bride. It is the same as the Song of Solomon message or David’s “beauty of God” message. 
The message in Isaiah 62:4-5 is that the Lord is our Bridegroom God who delights in His people. 
This truth is essential to sustaining prayer in Isaiah 62:6. Both the message of the Bridegroom God 
(62:4) with continual prayer (62:6) are essential to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62:10-63:6. 
“헵시바 메시지 ”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가서의  메시지 , 다윗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메시지와 같다. 이사야 62:4-5의  메시지는 주님은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랑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  진리는 이사야62:6의  지속적인  기도에  있어  
필수적이다. 신랑 하나님의  메시지 (62:4)와 지속적  기도(62:6)는 이사야62:10-63:6.에  있는 선두주자 
메시지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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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NSITIONAL SEASON IN THE SPIRIT—BENNY HINN (OCTOBER 1996) 
영 적인  전환기의  시즌- 베니  힌  (1996년  10월 ) 

 
A. In July of 1993, I had a prophetic dream in which I stood on a platform with Benny Hinn signaling 

that I was to begin a “transitional season” in the Lord. Transitions involve at least three dimensions. 
First, it is an issue of transitioning in the way we carry our heart with God or relate to God. Second, 
it involves changes in our function in ministry or the marketplace. Third, it includes the opening of 
new doors in our circumstances so that our new function can take place in a practical way. 
1993년  7월  나는 강단에서  베니  힌과 함께  서  있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는데 , 이는 내가 주안에서  “전환기의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전환기은 적어도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방법  또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  변화되는 것이다. 둘째 , 우리의  사역  또는 
직장에서  우리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한다. 세째 . 우리의  환경에  새로운 문이  열려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역할이  자리를 잡는 것을 포함한다. 

 
B. A season of transition often involves years, not months. For example, Paul’s transition in the Spirit 

involved 3 years in the Arabian Desert (Gal. 1:17). David’s was about 7 years while fleeing from 
Saul. Joseph’s was 12 years in and out of prison, and Moses’ was 40 years after he left Egypt. 
이  전환기의  시즌는 종종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이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 , 사도바울의  영 적인  전환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  걸렸다 (갈1:17).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7년이  걸렸다. 요셉은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12년이  걸렸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난 후 40년이  걸렸다. 

 
C. In October of 1996, I spoke at a conference with John Arnott in Toronto, Canada. Benny Hinn was 

hosting a healing meeting in Toronto. He asked me to meet with him before his meeting that day. 
I stood on the stage and prophesied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The Holy Spirit is raising up 
intercessors throughout the nations.” That night at John Arnott’s conference, Mark DuPont, a key 
prophetic voice in their ministry, called me to the platform and prophesied, “You are in transition.” 
1996년  10월 , 나는 케나다의  토론토에서  존 아놋과 함께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했다. 베니  힌은 토론토에서  
치유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는 그 날 모임  전에  나에게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무대에  서서  
예언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다. “성령 님 이  온 열방에서 중보자를 일으키고 계십니 다 .” 그 밤에  존 아놋의  
컨퍼런스에서 , 그들의  사역의  중요한 예언적  음성을 지닌  마크 듀퐁이  나에게  강단에서  예언해  주었다. 
“당신은 전환기의  시즌에  있습니다 .” 

V. GOD, YOU ARE BEAUTIFUL (NOVEMBER 30, 1996) 
하나님 ,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1996년  11월  30) 

 
A. Just after midnight on November 30, 1996, I was touched by God’s presence in an all-night prayer 

meeting as I continued to pray one prayer (midnight-5am). I said, “Jesus, You are so beautiful.” 
Every time I said it, I felt a surge of His presence on me. I said, “Body of Christ, open your gates to 
the beautiful God.” The prayer meeting was over at 5am. I went back to the church at 9am that day 
and continued to say, “You are the beautiful God” for another two hours. Again, every time I said 
it, I felt a surge of His presence on me. I was struck by how clearly the Spirit was bearing witness 
with His presence to me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movement to make known the beauty of God. 
1996년  11월  30일  바로 자정이  지난 후, 나는 한 가지  기도를 지속하면서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 ) 밤샘  
기도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나는 “예수님 ,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했고, 매  순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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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할 때마다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문을 열지어다.” 선포했다. 그 기도 모임은 새벽 5시에  끝났다. 나는 다시  아침  9시에  교회에  돌아와서  두시간 
동안 계속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다시  그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의  파도를 느꼈다.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그 분의  임재함으로 얼마나 분명히  
증거해  주시는 지에  대해  충격을 받했다. 

 
B. The next week, a lady sent me a letter that said, “I had a dream about you early last Saturday 

morning on November 30. In this dream the Lord said He would open up to you the revelation 
of His beauty, and He wants you to call the Church into His beauty.” 
그 다음 주, 한 여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했다. “ 저는 지난11월  30일 , 토요일  이른 아침에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속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교회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초청하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VI. FRIENDS OF THE BRIDEGROOM (MAY 7, 1997) 

신랑의  친구들 (1997 년  5 월  7 일 ) 
 

A. On May 7, 1997, in Assisi, Italy, the Lord said, “I will raise up ‘friends of the Bridegroom with the 
forerunner message’ who will be used to prepare the Bride” (Jn. 3:29; Rev. 19:7). One of our 
primary callings is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a “forerunner spirit.” 
1997 년  5 월  7 일 ,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주님은 “내가 신부를 준비하는데  사용될  '선두주자 메시지를 가진  
신랑의  친구를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셨다” (요 3:29; 계 19 : 7). 우리의  주요 부름 중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선두주자 영 ”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29 The friend of the Bridegroom…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Jn. 3:29) 
29…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 친구가 크게  기 뻐하나니… (요 3:29) 

7“…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7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  19:7) 

 
B. The Bridegroom message includes God’s emotions for and commitments to us as a Bridegroom 

God as well as our abandonment to Him. The bridal paradigm refers to the “bridal perspective,” 
or view, of the kingdom of God. We see the kingdom through the eyes of a Bride with loyal, 
devoted love. If we do not feel love from God and for God, then we find it easier to compromise 
and to become spiritually bored. 
신랑 메시지에는 신랑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들과 그분의  헌신  뿐 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신부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부적  관점 ”이나 
견해로 보는 것을 언급한다. 우리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랑을 가진  신부의  눈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본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 우리는 더  쉽게  
타협하며  영 적으로 더  쉽게  지루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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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TRANSITION TO THE FORERUNNER MESSAGE—ISAIAH 40:3 (JULY 1997) 
선두주자 메시지로의  전환 — 이사야  40 : 3 (1997 년  7 월 ) 

 
A. In July of 1997, Rick Joyner prophesied to me, “In the next few weeks, the Lord is going to visit 

you about your life mandate because you are in a transition.” 
1997 년  7 월 , 릭  조이너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몇  주 안에 , 주님은 당신이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사명에  관해  당신을 방문하실  것입 니다.” 

 
B. A month later, on August 27, 1997, I had a prophetic dream emphasizing that part of my ministry 

was to be found in Isaiah 40:3—to learn how to prepare people and build up a highway for God. 
한 달 후인  1997 년  8 월  27 일에 , 나는 내  사역의  부분이  이사야40장 3절에  발견되는 점을 강조하는 예언적 

꿈을 꾸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세우는 지를 배우는 것이었다. 
3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Isa. 40:3) 
3외치는 자의  소리 여  이르되  너 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3) 

10Prepare the way for the people…build up the highway!…Lift up a banner for the peoples! 
(Isa. 62:10) 
10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이사야  62:10) 

 
VIII. PROCLAIMING THE NAME OF THE LORD (SEPTEMBER 1997) 

주님의  이름 선포하기  (1997 년  9 월 ) 
 

A. On September 3, 1997, during a prayer meeting, the Spirit powerfully highlighted three verses 
(Rev. 2:17: 3:12; 19:12). I felt the wind and fire of the Spirit manifesting on me for several hours. 
1997 년  9 월  3 일 , 기도모임에서  성령님은 이  세  구절을 강력하게  강조하셨다. (계  2:17 : 3:12; 19:12).  
나는 몇  시간 동안 성령의  바람과 불이  내  육체에  임하는 것을 느꼈다. 
17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o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Rev. 2:17) 
17…내가…흰  돌을 줄 터 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계  2:17) 

12I will write on him the name of My God…I will write on him My new name. (Rev. 3:12) 
12… 내가 하나님 의  이름과…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 (계  3:12) 

12He had a name written that no one knew except Himself. (Rev. 19:12) 
12…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  19:12) 

 
B. At the end of the prayer meeting, Terry Bennett sent me a note saying that he saw the wind and fire 

of the Spirit resting on me as the Lord spoke to me from Revelation 2:17, 3:12, and 19:12. It was 
clear to me that the Lord wanted to establish these truths in the foundation of this movement. 
기도 모임이  끝날 무렵 , 테리  베넷  (Terry Bennett)은 주님이  계시록 2:17, 3:12, 19:12을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바람과 불이  내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는 메모를 보냈다.  나는 주님이  이  기도운동의  기초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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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 September 17, 1997, during a prayer meeting, the Spirit highlighted Isaiah 63:1-6 to me. Again, 
I felt the wind and fire of the Spirit manifesting on me for several hours. It spoke of Jesus the King 
wearing the red garments of a judge as He walked through the nations. I began to say, “Your red 
garments are glorious. Why are they red? A king should be in white garments.” 
1997 년  9 월  17 일 , 기도 모임에서  성령께서는 이사야 63 : 1-6절을 강조하셨다. 나는 또 몇  시간 동안 나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열방을 다니실  때  붉은 의복을 입은 심판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 나는 “주님의  붉은 의복은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것이  붉은 색입 니까? 왕은 흰  
옷을 입 어야 하는데  말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1Who is this who comes from Edom [Jordan], with dyed garments from Bozrah [capital of Edom], 
this One who is glorious in His apparel, traveling in the greatness of His strength?—“I [Jesus] 
who speak in righteousness, mighty to save.” 2Why is Your apparel red, and Your garments like 
one who treads in the winepress? 3“I have trodden the winepress alone, and from…[the nations] 
no one was with Me. For I have…trampled them in My fury; their blood is sprinkled upon 
My garments, and I have stained all My robes…5I wondered that there was no one to uphold; 
therefore My own arm brought salvation for Me; My own fury, it sustained Me.” (Isa. 63:1-5) 
1 에돔[요르단]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에돔의 수도]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예수]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어찌하여 네(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네(당신의)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3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5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사야 63 : 1-5) 

 
D. Jesus will tread the winepress alone (63:3,5). I understood that no governments on earth will agree 

with His judgments. He will trample the nations alone. He asked me, “Will you agree with Me?” 
I repeatedly said yes. He said, “You will be rejected by some of My people who will rise up against 
you.” I promised the Lord: “I will preach the Jesus in the white dazzling garment from Song of 
Solomon 5:10 and the Jesus in red from Isaiah 63:2.” Terry came over and prophesied to me, 
saying, “The same angel that touched you two weeks ago with fire and wind is here again.” He said, 
“Jesus is coming to you in red garments. He is putting a mantle of Isaiah 63 on you. You must study 
it diligently because you are called also to preach the Jesus in red—together with other ministries.” 
예수님은 포도즙틀을 혼자 밟으실  것이다 (63 : 3,5). 나는 땅의  어떤  정부도 그분의  심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분은 열방을 혼자 밟으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물었다.“너는 나와 동의하겠느냐?” 나는 
반복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날 일부의  내  백성들에  의해  
거절  당할 것이다.” 나는 주님에게  약속했다. “나는 아가서 5:10에  있는 희고 눈부신  의복을 입은 예수님을 전  
할 것이고, 또한 이사야 63 : 2절의  붉은 의복을 입은 예수님도 전할 것입 니다.” 테리는 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2 주 전에  불과 바람으로 당신을 만졌던  같은 천사가 다시  여기  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붉은 옷을 입고 당신에게  오십니다. 그는 이사야 63 장의  망토를 당신  위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들과 함께 붉은 색의  예수님을 또한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라고 예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