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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8 The Blueprint Prophecy and the Black Horse 
08 청사진 예언과 검은 말  

I. THE BLUEPRINT PROPHECY (MARCH 26, 1984) 
예언적 청사진 (1984년 3월 26일) 

A. On March 26, 1984, I received what I consider to be our most comprehensive prophetic word.  
I refer to it as the blueprint prophecy. The Lord confirmed it in a powerful and unusual way. 
1984년 3월 26일, 나는 우리의 가장 포괄적인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청사진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강력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B. On Friday, March 23, Bob Jones said, “The Lord spoke to me audibly saying that He was going  
to give you blueprints for this movement on Monday.” The next day, he called me to reinforce  
the certainty and significance of the Lord sending me His “blueprints” for our future on Monday.  
3월 23일 금요일에, 밥 존스가 “ 주님께서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월요일에 주님이 이 
운동을 위한 청사진을 당신에게 주실 것 입니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월요일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님의 “청사진”을 나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강조하였다. 

C. On Monday, March 26, a prophetic man unknown to our team drove four hours to Kansas City from 
central Kansas to give me a prophetic word that was five pages long. He did not call us in advance, 
so we were not expecting his visit. No one was in the church office when he arrived, so he left it in 
an envelope marked, “Confidential, for Mike Bickle’s eyes only.” Soon after he left, I arrived at the 
office and immediately read the prophecy. Then Bob Jones called me to ask if I had received the 
“Lord’s blueprints” for the youth movement. He said this was a historic day.  
3월 26일 월요일, 우리 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한 예언적인 사람이 캔사스 주 중부지역에서부터 4 시간을 
운전하여 캔사스 시티에 있는 우리에게 다섯 페이지 길이의 예언을 써서 가지고 왔다. 그 분이 나에게 미리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방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사무실에 
없었다. 그는 “ 기밀, 마이클 비클만 보시오,”라고 봉투에 써서 그것을 남겨 놓았다. 그가 떠난 후에 나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그 예언을 바로 읽었다. 그러자 밥 존스가 전화로 젊은이 운동을 위한 “주님의 
청사진”을 받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D. In the cover letter this unknown prophetic man explained that the Holy Spirit had given him 
blueprints for our movement. This prophecy included the 24/7 house of prayer, the forerunner 
message in the spirit of John the Baptist, message of the Bride of Christ, the Joseph Company, etc. 
These were ideas that were not yet emphasized in our midst.  
이 알 수 없는 예언적인 분이 표지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의 운동을 위한 청사진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예언은 24/7 기도의 집,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진 선두주자 메시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메시지, 요셉과 같은 일터 사역의 주자들 등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 우리들 사이에서 
아직 강조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생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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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n September 13, 1984, God confirmed this prophetic word to me in a supernatural encounter 
which included an angel and a demon. Concerning the blueprint prophecy, the angel said that it 
“contained much truth and great light.” I did not share this prophecy publicly for 18 years.  
1984년 9월 13일,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천사와 악마가 등장하는 초자연적 방문을 통해 확증하셨다. 
이 청사진 예언에 대해 천사가 “많은 진리와 큰 빛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 예언을 18년 동안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II. THE BLACK HORSE (SEPTEMBER 13, 1984) 
검은 말 (1984년 9월 13일) 

A. On Sunday, September 9, 1984, Bob Jones, Augustine, and I were speaking at a church in Tulsa that 
met in a high school gymnasium. Nearly 1,000 people were present. Bob and Augustine were on the 
platform giving prophetic words to individuals as the Lord directed them. I was also on the platform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some of the things they said. 
1984년 9월 9일 일요일, 밥 존스, 어거스틴과 나는 털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만났다. 한 천 명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밥과 어거스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로 
강대상에서 개인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 또한 강대상에 있었다. 

B. Augustine was calling out individuals in the congregation to prophesy over. He was standing on the 
far end of the stage. Bob and I were standing on the other end of the stage. Bob whispered to me, 
“You see that elderly woman wearing the red dress sitting in about the tenth row? The Spirit is 
resting on her. I have a prophetic word to give her after Augustine is finished speaking.”  
어거스틴이 회중 가운데에서 개인들을 지명하며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무대 멀리 끝 쪽에서 있었고 나와 
밥은 반대쪽 끝에 서 있었다. 밥이 내 귀속에 대고 속삭였다. “열 번째 줄 쯤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나이 드신 여자분 보여요? 성령님이 그 분위에 머물고 계시네요. 어거스틴이 끝내면 내가 그 분에게 드릴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C. Moments later, Augustine called out that very lady who was wearing the red dress. Since they both 
highlighted the same person at the same time out of a congregation of nearly 1,000 people, without 
any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 was alerted that God might be doing something important.  
잠시 후에, 어거스틴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여자분을 불러내는 것이었다. 두 예언자가 거의 
천명이나 되는 회중 가운데서, 사전 대화 없이, 동시에 한사람을 지목한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다. 

D. Augustine said, “Mother, would you come forward? I have never done this, but the Spirit told me to 
ask you to pray for us.” Bob, Augustine, and I left the stage to meet her on the ground level.  
어거스틴이 말했다. “ 어머니, 이리로 나와 주시겠어요? 나는 한번도 이렇게 해 본적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위해 당신께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밥과 어거스틴과 나는 기도를 받기 위해 
강대상 밑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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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he prophesied to Augustine about a supernatural encounter that he was soon to have. It occurred 
the following Thursday around 5am (Sept. 13, 1984), and it confirmed the blueprint prophecy. 
She said, “Young man, in your visions, you have seen angels, and you have seen demons, but you 
have never seen an angel and a demon together in the same vision. Very soon you will see both an 
angel and a demon in one vision. They will be in a conflict which will manifest in the flesh.” 
While driving back to Kansas City, Augustine verified he had never seen an angel and a demon in 
one vision. He was perplexed by her statement of a spiritual conflict being manifested in the flesh.  
그녀는 어거스틴에게 곧 그가 접할 초자연적 방문에 대해 예언했다. 그것은 그 다음주 목요일 아침 5시 
(1984년 9월 13일)에 일어났고, 이것이 청사진 예언에 대한 확증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청년, 꿈에 
당신은 천사들과 악마들을 동시에  볼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한번도 한 환상에서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본 
적이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조만 간 당신은 이 둘을 동시에 한 환상 가운데 볼 것입니다. 이들의 충돌이 
육체에 나타날 것이요.” 캔사스 시티로 돌아오는 길에, 어거스틴은 아직까지 한 환상 안에서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본 적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이 영적 전쟁이 육체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F. Later that week, after our Wednesday evening prayer meeting, Augustine read the blueprint 
prophecy for the first time. He said, “This prophecy seems so important that I will ask the Lord to 
speak to me about it.” I drove him to the house where he often stayed when visiting Kansas City. 
그 주 후에, 우리의 수요 저녁 기도모임 후에,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청사진 예언을 처음으로 읽었다. 그는 
“이 예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네요. 제가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길 
여쭤봐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캔사스 시티를 방문할 때마다 머무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G. We fellowshipped until about midnight. When I got in my car to drive home, strangely it would not 
start. So I had to spend the night at our friend’s house. He only had one large extra bedroom that 
had two beds on opposite sides of the room, so we slept in the same room. On Thursday around 
5am, Augustine had the encounter with angels and demons that the lady in Tulsa prophesied about 
four days earlier. I will only give a few of the main points of this very unusual encounter. 
우리는 자정까지 교제를 나눈 후, 나는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탔는데 이상하게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만 하게 되었다. 그의 손님 방이 양쪽으로 침대를 두개나 넣을 
수 있는 큰 방이어서 우리는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목요일 새벽 5시경, 어거스틴은 나흘 전에 털사에서 
여자분이 예언했던 것처럼 천사와 악마의 방문을 받았다. 나는 이 이상한 방문의 몇가지 주 요점만을 
나누고자 한다. 

H. At 5am, I was awakened by great pain in my right knee. Augustine was kneeling on the floor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He having an visionary experience where he saw a powerful demon that 
appeared as a large “black horse” that struck me on my right knee, and he also saw a mighty angel 
who told him that when I “went to the east” I would be attacked with demonic rage. He asked the 
angel about the blueprint prophecy; the angel said it “contained much truth and great light.”  
My knee was in great pain over the next thirty days. Mysteriously, my car worked the next morning.  
새벽 5시경, 나는 내 오른쪽 무릎의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어거스틴은 방 한쪽 끝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큰 “검은 말”의 모습으로 나타난 힘센 악마가 나의 오른쪽 무릎을 치는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강력한 천사가 와서 마이크 비클이 “동쪽으로 갈 때”  악마가 분노로 그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사에게 청사진 예언에 대해 물었다. 그 천사는 “이것은 많은 진리와 큰 빛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나의 무릎은 그로부터 30일 동안 무척 아팠다. 신기하게도, 내 차는 다음날 아침에는 
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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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e planted a new congregation in the east of Kansas City in October 1989. A few months later,  
in December, Noel said, “Now that we have gone to the east, we will be attacked by the black horse 
(that Augustine saw in September 1984).” In January 1990, we were attacked with many false 
charges made by several ministries—their accusations were spread to many nations. 
우리는 1989년 10월에 캔사스 시티 동쪽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몇 달 후에, 노엘이 “우리가 동쪽으로 
가게 되었으니 검은 말 (1984년 9월에 어거스틴이 보았던)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1990년 
1월, 우리는 몇개의 사역들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거짓 혐의들로 공격을 받았고, 그들의 참소들은 여러 
나라들로 번져나갔다. 

III. THE BLUEPRINT PROPHECY (MARCH 26, 1984) 청사진 예언 (1984년 3월 26일) 
            (I edited this prophecy to shorten it by removing some of the repetition 나는 이 예언의 반복을 줄여 짧게 편집했다) 
 
God shall confirm in your spirit, and you are not to proceed until He does. Then upon the confirmation you should 
begin to act immediately to take the Bride to the city, and to the city of Kansas City, rather than having it, the 
city, to come to Him. Therefore there should be another (church) on the north side and on the east side and on the 
west side, even as it is on the south side. Therefore there shall be the four (churches)… that shall be the outer 
circle. There shall be a 5th (church). I have shown you My grace. My grace is sufficient.   
하나님이 당신의 영에 확증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까지 진행하지 마라. 그리고 확증을 받은 후,  
신부들을 취하기 보다  즉시 도시로, 캔사스 시티로,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한다. 그러므로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 심지어 
남쪽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개의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깥 원이 될 것이다. 거기 다섯 
번째 교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은혜를 너에게 보여 주었다.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One shall be the apostolic (church) of the center and that shall be the church that is on the south—it shall become 
the center hub…even the outreach of the borders of the circle shall be the evangelistic outreach (church). There 
shall be the pastor’s-preacher’s (church) and there shall be the teacher’s (church). The people of the city will be 
able to travel and sojourn—even as all the ministries shall flow even unto all (the churches)… 
남쪽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들의 중심이며 사도적인 교회가 되며 허브의 역할을 감당 할 것이고, 심지어 그 영역의 
테두리에 있는 전도하는 아웃리치 (교회)가 될 것이다. 목자들, 설교자들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교사들의 교회가 있을 
것이다. 도시의 사람들이 여행하며 체류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 모든 사역들이 서로 흐르게 되고 모든 곳들 (교회들)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I shall raise you up as a plant of renown. You shall be known, and your ways shall be renown, and I will bring 
and place upon you and in you and round about you those that will be the caretakers of My church. 
You shall be a dresser of My vineyard, says the Lord, and the vineyard shall be these people that I shall bring 
unto you and out of you. Even out of the loins of the blood line of the flesh of Abraham—even as I said there 
would be many seeds and many nations, kindred, and tongues… There shall flow forth many sons and daughters. 
Yes, even they shall be known and renowned…They shall be spiritual children, and they shall inhabit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They shall inhabit the place that I have called for you to settle and to raise up other 
ministries and to send out other churches. 
나는 유명한 식물처럼 너를 세울 것이다. 너는 알려진바 되며, 그리고 너의 길은 유명하게 되며, 그리고 나는 나의 교회의 
돌보는 자들을 데려올 것이고 네 위로 올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네 안에 그리고 네 주위에 있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포도원은 내가 너에게 데리고 오는 그리고 너로 부터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될 것이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연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중에서도-심지어 많은 씨들, 많은 
나라들, 종족들, 그리고 방언들이 될 것이다.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 심지어 그들도 
알려진바 되고 그리고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아이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땅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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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정착하고 다른 사역들을 일으키며,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부른 장소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As I give you the word of My messenger, you shall hear, and it shall be confirmed of a truth in your heart.  
And you shall act upon it. Upon the acting of this, I will place…in your hands the 5-fold ministry. The ministry 
shall flow and rotate (from church to church)—rather than people (from church to church). 
내가 너에게 나의 메신저의 말을 줄 때에 너는 듣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너의 마음에서 진리로 확증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5중 사역을 너의 손에 놓을 것이다. 그 사역은 교회에서 교회로 
흐르고 교대로 회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보다는 교회를 말한다.  
 
You shall set in as I will call…I by My Holy Spirit shall confirm and set into My Body–that I would prepare for 
Me a bride in this area. The people shall flow then into the tabernacles of habitation. They shall flow from the 
north and from the east and the south and from the west. You shall be ministers of light and ministers of truth of 
Me. Even this shall be a people that shall be known of Me, and I sha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내가 부르는 곳에 네가 거할 것이다… 나의 영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확증할 것이고 나의 몸에 정착시킬 것이다. 이 지역에 
내가 나를 위하여 신부를 준비할 것이다. 사람들이 거할 장막들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북쪽으로부터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남쪽과 서쪽으로부터 흘러오게 될 것이다. 너는 빛의 사역자들이 될 것이고 나의 진리의 
사역자들이 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나를 아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Their responsibility lies within Me, and their safety lies in drawing close together. Yes, I would have them draw 
really close together. I say unto you again, that their safety lies in drawing really close together.  
그들의 책임은 내 안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안전은 서로 함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있다. 그렇다. 내가 그들을 
정말 함께 가까이 이끌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의 안전은  함께 정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I will prepare a place for My people, and you shall go forth and lead My people to a place of habitation. I will 
show you and I will guide you. I will be your purse bearer. I will hand the checks and the money as the time is 
prepared for this. There shall be a time and a season and a place for My people to go. Even as I shall call them 
forth before the cities become desolate. There shall be schools of ministry, and they shall flow out of the city 
into the country—into the country, into the City of Habitation, says the Lord.   
나는 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을 준비할 것이고, 네가 먼저 나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 거할 장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회계원 (돈주머니를 맡은 자)이 되어 줄 것이다. 이것을 위해 준비가 
되면 내가 돈과 수표를 줄 것이다. 내 백성들이 가야할 시기와 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도시들이 황폐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불러낼 것이다. 거기에 사역 학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도시 밖으로 흘러나와 나라로 갈 것이고 나라로, 
거주하는 도시로 갈 것이다. 주가 말씀하신다.  
 
I shall raise up helpmates, yes, even many helpmates, both male and female. I will set them and call them to stand 
by your side, and you shall go forth and lead a people, even as Moses led a people, and there shall be those that 
shall lift up your hands. I would have you to delegate the authority, duty, and responsibility, because you cannot 
carry this load yourself. The burden is too heavy and the journey is too far. 
나는 돕는 동역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 많은 남,녀의 동역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세우고 불러서 너의 
옆에 둘 것이고, 너는 앞서 나가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처럼, 너의 손을 들어서 받쳐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권위와 의무와 책임감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짐은 네 홀로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짐은 너무 무겁고 그 여정은 아주 멀 것이다.  
 



REMEMBERING OUR PROPHETIC HISTORY (2019) – MIKE BICKLE 
Session 8 The Blueprint Prophecy and the Black Horse PAGE 6 

IHOPKC Missions Base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I shall send wise men to teach you and help and guide you and be a strength and a source of supply to you.  
I shall be your purse bearer and to those that will hear My voice and obey and become obedient and truly do as 
My word says and set the Kingdom first in their heart. I shall raise up ministers of finance in this area. I shall 
bless them. I shall cause them to prosper, and they will be prospering because it is. They will remember and know 
that of a truth that it is their Lord and their God that gives them power to get wealth. They shall prosper when 
there is no prosperity. And they shall bear fruit when others are barren, and even your land and  
your habitation shall be a place of a forerunner—you shall go beforehand. Even as I sent Joseph beforehand, 
so you shall go before. You shall send forth the Joseph out of My Bride and My congregation to prepare—even 
to make ready a time and a place that I shall choose. It shall be of My choosing and of My calling. 
내가 너에게 지혜자들을 보내어 너를 가르치고 돕고 인도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공급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회계원 (돈주머니를 맡은 자)이 되고, 나의 나라를 그들의 가슴에 첫 자리에 두고 나의 말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영역에 재무 장관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영케 
하기에 그들이 번영케 될 것이다. 그들이 부유하게 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열매 맺지 못할 때에도 그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심지어 너의 땅과 너의 거할 곳은 선두주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너는 
앞서 행할 것이다. 내가 요셉을 앞서 보낸 것처럼 너도 앞서 갈 것이다. 너는 준비를 위해 나의 신부들과 나의 회중에서 
요셉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앞서 보낼 것이다. 심지어 이것은 내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부르심에서 나올 것이다.  
 
For even now, even as I have sent My messenger to share My ministry unto you, I shall visit you. There shall be 
many that shall raise up out of you…From out of you shall come forth the 5-fold ministry. I shall move quickly. 
I will do a quick work in teaching and in bringing up these people that must be brought up.  
심지어 지금도 나는 나의 사역을 너에게 나누기 위해 나의 메신저를 보낸다. 내가 너를 방문 할 것이다. 많은 자들이 
너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너로부터 5중 사역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나는  반드시 양육되어야 
할 자들을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 빠르게 일할 것이다.  
 
Yes, I say again unto you, this must be a DO work and a new work, and as I open My hand…even as I have 
shown you and I shall show you yet that—that as My hand opens and pulsates so shall the children grow.  
Even the children shall grow mightily and quickly. I shall bring them up and teach them and lead them by the 
right way, that they might go and prepare a city for habitation and they may plant their vineyards and sow their 
fields, and their cattle shall give their increase, says the Lord.        
그렇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일이고 새로운 일이다. 내가 손을 열어…심지어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주었고, 또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줄 것은 내 손이 열리고 맥박이 뜀으로 자녀들이 성장할 것이다. 자녀들이 
강력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은 거할 도시를 준비할 것이고, 
포도원에 심고 뿌릴 것이며, 그들의 소들이 증가될 것이다. 주가 말씀하신다.  
 
I have shot the arrow of My deliverance for My people. The arrow is the flaming arrow of My deliverance of My 
gospel and of My power.             
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구원의 화살을  쏘았다. 이 화살은 나의 능력과 복음과 구원의 불타는 화살이다.  
 
The outpouring of the latter rain shall be released in this area and upon this city. It shall be noised abroad, 
even worldwide. They will stand in awe, and they will return unto the holy reverence of My name and of My 
people, and they shall flourish, and the way of My teachings shall be by My Spirit and by My Word.  
늦은 비가 이 도시와 이 지역에 쏟아질 것이다. 그것은 외부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경외함으로 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과 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나의 가르침의 길은 나의 영과 나의 말씀에 의해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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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do a new thing. I will visit them in the night season with dreams and visions as I have said in My Word, 
yes, even this is of My Word. I will even send My angels. I will even take people in the Spirit and catch them 
away in the Spirit, yes…it shall be by Me and I shall teach them in new ways. I have said before, My Word shall 
not return unto Me void, but that thing which I have said is absolute, My Word is absolute. My Word is sovereign. 
My Word is established. My Word shall be–and if there be those that are stubborn and rebellious and obstinate, I 
shall even remove the Royal Diadem and the Crown of Glory and I shall give it to, even prepared, to another, 
says the Lord. This is the day of My visitation unto you. I shall call the recording angels of heaven and earth to 
record…this day that it is sealed upon you and it cannot be removed, in Jesus’ mighty name.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꿈과 환상으로 밤에 방문할 것인데, 내가 나의 말씀에 말한 대로 할 것이다.  
그렇다. 심지어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심지어 나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나는 성령 안에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가며 성령 안에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새로운 방법들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나의 말은 결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절대적이고, 내 말씀도 
절대적이다. 내 말씀은 주권적이다. 나의 말씀은 확실하다. 나의 말씀은 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완고하고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다면, 나는 그들에게서 준비되었던  왕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제거하고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주가 말씀하신다. 
이 날이 내가 너를 방문하는 날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하는 천사들을 부를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 날은 너에게 인쳐져 있고 이것은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For you shall not build unto Me or unto yourself buildings of places to ingather. For My people that have been 
sitting in the valley & shadow of darkness have seen the light. Even as Paul had seen the light, but his fellow-
laborers saw not the light, but he became the reflection of that light even as John bore witness of that light.  
My light is understanding. For it is given unto you to know and to see the Just One.     
너는 나에게나 너 자신에게나 모이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와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나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심지어 바울도 빛을 보았지만 그의 동료들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요한이 
빛의 증인이 된 것처럼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었다. 나의 빛은 이해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정한 분을 알고 보도록 너에게 
주어졌다.  
 
For I have many people that must yet come to the light. For out of the center of the Hub shall grow forth from the 
House of Prayer for I have said My House shall be called “House of Prayer.” For this is of Me and the fifth shall 
be My grace. It shall be as the fifth place of ministry is to be readied–then it shall be built by My design. 
나에게는 아직 빛으로 와야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허브의 중심에서부터 기도의 집이 성장하게 된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져야 할 것이라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그 다섯째는 나의 은혜일 것이다. 
이것은 사역의 다섯째 장소로써 준비되어져야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디자인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다.  
 
For into this place shall flow the outreach ministries and from these in-gathering meetings shall flow the fulness 
of Christ. Even unto the workings of the fulness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For when you have the nine gifts, 
come together—then shall be fulfilled the scripture—these works and even greater works shall you do. 
이 장소로 전도 사역들은 흐를 것이고, 이러한 모임들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흐를 것이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들의 
충만함의 역사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아홉 가지 은사들을 가질 때 함께 모이라. 그러면 이보다 더 한 일들을 네가 
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For there are the many that shall be raised up at the appointed time for the world to see, and this is a part of the 
ministry of the end-time church. For even as I have called John to make ready a people for the Lord, even so shall 
this be a church that bears the forerunner spirit that was upon John. This shall be a spirit of preparation and of 
preparedness, for this is the separation work. For I have called for My people to come out and be ye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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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unto Me. For I will not have a piece of a people, but it shall be all or none. I place in your hands the final 
decision and you shall go forth by faith…and in My grace is My tolerance and contingency for flesh.  
많은 일들이 정해진 때에 일어날 것이고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 사역의 일부다. 내가 요한을 
불러 백성들이 주를 맞도록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것이 요한에게 있었던 선두주자의 영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 준비와 
준비성의 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별된 사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백성을 나오도록 불렀고 나를 위해서 
구별되게 했다. 나는 내 백성들의 일부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부이던지 아니면 없던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손안에 최종 결정을 두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은혜 안에는 나의 인내가 
있고 육체를 위한 비상사태의 계획이 있다.    
 
For even the disciples shall be sent out as one that is sent. They shall go as servants into the out-of-the-way places 
to compel them to come into My House that it may be full. For each church shall reach a thousand before you 
move–to establish the second and the third even unto the fifth. But it shall be one body each member free to visit 
and attend as he is led by My Spirit. For this shall move to the outer borders of the city for the final phases  
of the building of My “House of Prayer.”            
심지어 제자들이 하나로 보내어진 것같이 보내어 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종으로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서 나의 
집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험한 지역도 가게 될 것이다. 각 교회들은 둘째와 셋째를 세우기 위해, 심지어 다섯째까지, 
네가 움직이기 전에 천 명까지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지체들은 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자유롭게 방문하고 
참석하는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기도의 집”의 건물의 마지막 단계들을 위해서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까지 
움직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