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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정적인 기적들과 경제적 축복에 대한 약속들 

I. INTRODUCTION 도입 

A. God will display His power by supernatural conviction through apostolic preaching, singing, etc.  
He will confirm His Word with signs and wonders in physical healings and in the financial realm. 
God is kind, powerful, and wise, and He is also very rich.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죄의 자각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사도적 설교와 노래 등을 
통해서 하신다. 그분은, 육신의 치유와 재정적인 영역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은 친절하고 능력 있으시며 지혜로우실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부유하시다. 
18It is He who gives you power to get wealth, that He may establish His covenant… (Deut. 8:18)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 8:18) 

B. There will be a great transfer of wealth as God manifests His ownership over the silver and gold 
when He shakes all the nations in the end times.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는 때에 은과 금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드러내시는데, 그 때 엄청난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7“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y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 and I will fill this 
temple with glory…8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says the LORD. (Hag. 2:7-8)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7-8) 

C. God will release great wealth to the right people, at the right time, and for the right reasons. He will 
personally finance the end-time harvest and the prayer movement that will undergird it.  
하나님은 적절한 때와 시기에, 적합한 자들에게 엄청난 부를 부으실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 때 추수와 
그것을 뒷받침할 기도 운동에 직접 자금을 부으실 것이다. 
1God be merciful to us and bless us and cause His face to shine upon us 2that Your way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Ps. 67:1-2)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 67:1-2) 

D. There are those who have gone through a radical paradigm shift related to money. When they see 
money, they will see souls, singers, intercessors, missionaries, helping the oppressed, etc.  
돈과 관련되어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돈을 볼 때, 영혼들을 보고, 
싱어들과 선교사들을 보며, 억압받는 자들을 돕는 것 등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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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oseph was only one idea away from being one of the wealthiest people on earth (Gen. 40-45).  
King David grew up in a poor family in a rural village called Bethlehem, yet he gave billions of 
dollars to the prayer movement by the time he was seventy. Cyrus did the same. Joseph was a 
young uneducated Jewish slave in Egypt who became a billionaire.  
요셉은 단지 한가지만 제하고 땅에서 가장 부한 사람 중 한사람이었다 (창 40-45장). 다윗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나이 70대에는 기도 운동에 몇 십억 달러를 
대는 사람이 되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였다. 요셉은 교육받지 못한 청년이었고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억만장자가 되었다. 

F. God has been preparing His Josephs in deep humility, sometimes even in “Joseph’s dungeon.”  
They are developing their history in the God of wealth both by being faithful in giving and  
in enduring testing. The Lord invites His people to encounter intimacy with “the God of wealth.”  
하나님은 그분의 요셉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을 깊은 겸손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때로는 “요셉의 지하 
감옥”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주님께 신실하게 드림으로, 또한 시험을 견디는 것으로 모든 부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부유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인카운터하도록 초청하신다. 

II. BOB JONES’ FIRST PROPHETIC ENCOUNTER ABOUT KANSAS CITY—AUGUST 8, 1975  
밥 존스가 캔사스 시티에 대해 처음으로 받은 예언적인 인카운터 (1975년 8월 8일) 

A. Bob Jones’ own words from August 8, 1975: “The Lord said, ‘I want you to go back to touch some 
of these leaders who will reveal Me to the nations. I will bring over a billion souls to Myself in the 
last days.’ An angel showed me God will send great finances to the Kansas City area, far beyond 
anything we can now understand. It will be a city where people will form a partnership with God 
and let Him do with His money as He chooses. At that time, famines will be seen around the earth.  
1975년 8월 8일에 대한 밥 존스의 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열방에 나를 드러낼 이 리더들을 
터치하기 위해 돌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마지막 때에 10억이 넘는 영혼들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천사가 내게, 하나님이 캔사스 시티 지역에 엄청난 재정을 보내실 것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는 것이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는 곳이 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재정을 하도록 내어드릴 것이다. 바로 그 때, 열방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B. “Kansas City will be a world shipping center for grain—it will export both natural and spiritual 
bread.” It will be a shipping center for grain. Bob asked the Lord how this could be, and He said 
over and over, “It will be because those that pray will receive from My hand. Intercession will 
release rain and great mercy.” (The Lord will release His wealth in many other cities as well).  
“캔사스 시티는 세계적인 곡식 물류 센터가 될 것인데, 실제 빵과 영적인 빵 모두 수출할 것이다.” 이 
도시는 곡물을 수출하는 센터가 될 것이다. 밥은 주님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물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기도가 내 손으로부터 응답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보 기도는 비와 
엄청난 자비가 부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은 다른 많은 도시에도 그분의 부를 부으실 것이다). 

III. THE BLUEPRINT PROPHECY (MARCH 26, 1984) 
청사진 예언 (198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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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 Friday, March 23, 1984, Bob Jones told me, “God will give you the Lord’s blueprint for this 
work on Monday.” That next Monday on March 26, a prophetic man unknown by our team drove 
four hours to hand-deliver this prophetic word. On September 13, 1984, the Lord confirmed this 
word by sending an angel who said, “The prophecy contained much truth and great light.” 
1984년 3월 23일 금요일에 밥 존스는 내게 말하길, “하나님은 월요일에 이 사역에 대한 주님의 청사진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6일에, 우리 팀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예언적인 분이 네 
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직접 건네 주었다. 1984년 9월 13일에,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확증하셨는데 천사가 말하길, “이 예언은 많은 진리와 큰 빛을 담고있다.”고 하셨다. 

B. This prophecy states, “I will be your purse bearer. I will hand the checks and the money as the time 
is prepared for this. I shall raise up ministers of finance in this area. I shall cause them to prosper. 
They will remember that it is their Lord that gives them power to get wealth (Deut. 8:18). They shall 
prosper when there is no prosperity. They shall bear fruit when others are barren.” 
이 예언에서 말하길, “내가 너의 회계원 (돈주머니를 맡은 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한 시간이 준비되면 
내가 수표와 돈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분야에서 재무 장관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영케 할 
것이다. 그들이 부유하게 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할 것이다 (신 8:18). 그들은 
번영이 없는 곳에서도 번영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열매 맺지 못할 때에도 그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IV. PROMISE OF RECEIVING WEALTH (CAIRO, SEPT. 1982)  
부를 받게 된다는 약속 (카이로, 1982년 9월) 

A. In September 1982, in Cairo, God promised me that He would release the wealth of the nations 
through this work, if we would not take it personally, and He would build His kingdom with it.  
1982년 9월 카이로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열방의 부를 이 사역을 통해서 부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을 때, 그분은 그것으로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하셨다. 

B. The Lord said, “I am inviting you to be a part of a work that will touch the ends of the earth.”  
I cried, “Yes.” He said, “You have only said yes, but have not yet done it. Many have said yes,  
but did not do it (for decades).” He said, “Beware, lest your brethren steal these from your heart.”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땅의 끝까지 미칠 사역의 한 부분으로 너를 초청하고 있다.”하셨다. 나는 “네” 
라고 울부짖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는 다만 네 라고 대답했을 뿐, 아직 그것을 한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수년 동안) 하지는 못했다.” 그분이 “네 형제들이 이것들을 네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고 말씀하셨다. 

V. THE BUS: A PROMISE OF THE GREAT HARVEST  
버스: 대추수에 대한 약속 

A. In January of 1988, Bob had a vision of a bus which spoke of the young adult movement and the 
magnitude of the harvest and its link to intercessory giving with a spirit of generosity and faith.  
1988년 1월에 밥은 버스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청년 운동과 거대한 추수,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중보 곧, 관대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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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b described the vision: Jesus was driving a bus. He gave Noel Alexander $1,000 and said,  
“Sow this money into the harvest, and I will multiply it 1,000-fold.” Noel said to Jesus, “That is a 
million dollars.” Jesus said, “This is only a token of the prosperity that I will release if you will trust 
Me and give when I say to give. If you sow that million dollars into the harvest, then I will release 
1,000-fold—a billion dollars—to sow into the kingdom.” The Lord said He would confirm it that 
day by having a millionaire call Bob. John DeLorean (1925-2005), a car manufacturer called him. 
밥이 환상을 설명하다: 예수님은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다. 그는 노엘 알렉산더에게 천 달러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이 돈을 추수를 위해 심어라. 내가 그것을 천 배로 돌려주겠다.” 노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길, 
“그러면 백 만 달러네요.”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나의 말대로 네가 
심을 때, 너에게 부어줄 번영에 대한 작은 증표일 뿐이다. 네가 만일 수백 만 달러를 추수를 위해 심으면, 
내가 천 배 (10억 달러)로 부어주어 하나님 나라에 심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 날 그 말씀에 대해 확인을 
주셨는데, 한 백 만 장자가 밥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존 들로린 (1925-2005년)이라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그에게 전화를 했다. 

C. At the staff meeting that day, Bob said, “The Lord is going to give Noel $1,000 to sow into the 
harvest.” Noel said, “In the mail today, I received a surprising $1,000 check from the US 
government.” Bob told us to get ready to receive a million dollars to give to missions.  
그 날 스탭 미팅에서, 밥이 말하길, “주님이 노엘에게 천 불을 주셔서 추수에 심도록 하실 겁니다.” 노엘이 
말하길, “제가 오늘 우편으로, 미국 정부에게서 놀랍게도 천 불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밥은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 드릴 백만 달러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다. 

D. At our conference in June 1990, our conference offering (including an offering from our local 
church) totaled 1.4 million dollars to buy Bibles for the Soviet believers. Thus, we are believing  
the Lord to give us a 1,000-fold return on it—a billion dollars to sow into His kingdom.  
1990년 6월에 우리는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헌금으로 (우리 교회에서 걷은 헌금도 포함해서) 총 140만 
달러가 들어왔고 그것으로 소련의 믿는 자들을 위한 성경을 구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것에 대해 
천 배로 돌려주실 것을 믿고 있다. 그분의 나라에 심을 10억 달러다. 

E. Ten years later, in the summer of 2000, Paul Cain was walking on Shiloh when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it to you if I make Kansas City a revival center that touches the whole earth?”  
Paul turned around to see who spoke to him. The Lord spoke a second time saying, “What is it to 
you if I give Mike Bickle one billion dollars for the harvest?” Paul said, “I stood there trembling.” 
10년 후인 2000년 여름에, 폴 케인이 샤일로(Shiloh)에서 걷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캔사스 시티를 온 땅에 미치는 부흥 센터로 만든다면 너는 어떻겠느냐?” 폴은 누가 그에게 말하는지 보기 
위해 돌아봤다.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길, “내가 마이크 비클에게 추수를 위해 10억을 준다면 너는 
어떻겠느냐?” 폴이 “내가 거기에 떨고 서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VI. PAST FINANCIAL MIRACLES AS TOKENS OF THE LORD’S COMMITMENT 
주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로 주셨던 재정적인 기적들 

A. Examples of God’s supernatural provision for us in the last 16 years. 
지난 16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예들. 

We received $750,000 (Dec. 2000) to help buy the Red Bridge Center on April 5, 2001. 
75만 달러(약 7억 5천만원, 2000년 12월에)을 받아 레드 브릿지 센터를 2001년 4월 5일에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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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ceived $700,000 gift in receiving the Shiloh property (April 2000). 
70만 달러(약 7억원) 가치의 샤일로 부지를 선물로 받음 (2000/4). 
We received $700,000 to buy the Herrnhut apartments on March 21, 2002. 
70만 달러(약 7억원)을 받아 허르넛 아파트를 구입함 (2002/03/21). 
We received $1,000,000 to from California to launch GPR webstream with GOD TV in 2007 
100만 달러(약 10억원)을 캘리포니아로부터 받아 GOD TV에 기도실 생중계를 시작함 (2007). 
We received $1,000,000 to buy the Truman property on January 27, 2008.  
100만 달러(약 10억원)을 받아 트루먼 소유지를 구입함 (2008/01/27). 
We received $750,000 on December 31, 2008 (from Hong Kong). 
75만 달러(약 7억 5천만원)을 홍콩으로부터 받음 (2008/12/31). 
We received $3.3 million to buy the Grandview Plaza (IHOPU campus) on September 15, 2009. 
330만 달러(약 33억원)을 받아 그랜드뷰 플라자 (아이합 대학교 캠퍼스)를 구입함 (2008/09/15). 
We received $2,000,000 to help complete IHOPU renovations (in April 2010). 
200백만 달러(약 20억원)을 받아 아이합 대학교 내부 공사를 완료함 (2010/04). 
We received $600,000 to bless our worship teams (Nov. 2010). 
60만 달러(약 6억원)을 받아 예배팀을 축복함 (2010/11). 
We received $800,000 to build our ANPR (2012—large gifts of 265k in May and 200k in July).  
80만 달러(약 8억원)을 받아 열방기도실 만듬 (2012년 5월에 26만 5천 달러, 7월에 20만 달러). 
We received $3,500,000 from one person over 5 years (starting Dec. 2012). 
35만 달러(약 3억 5천만원)을 한 사람에게서 5년 동안 받음 (2012년 12월부터). 
We received $1,300,000 to help with expenses (July 2013). 
13만 달러(약 1억 3천만원)로 경비 지원을 받음 (2013/07). 
We received $450,000 to help with expenses (July 2015). 
45만 달러(약 4억 5천만원)로 경비 지원을 받음 (2015/07). 
We received $700,000 to help with sound systems (Dec. 28, 2017). 
70만 달러(약 7억원)로 사운드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받음 (2017/12/28). 

B. We received a $1.4 million offering in July 1990 to buy Bibles to give to Russia. 
140만 달러(약 14억원)의 헌금을 받아 (1990/07) 러시아에 성경을 보냄. 

VII. THE LORD HAS PROVIDED BUILDINGS AND PROPERTIES IN AN UNUSUAL WAY  
주님이 특이한 방법으로 빌딩과 부지들을 공급하심 

A. Forerunner Church building— 
FC 교회 빌딩 

B. IHOPU facilities—  
아이합 대학교 시설물들 

C. Shiloh property— 
샤일로 부지 

D. Truman Property— 
트루먼 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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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d Bridge Center— 
레드 브릿지 센터 

F. Herrnhut apartments— 
허르넛 아파트 

G. Children’s Equipping Center camp and training center— 
어린이 부서(CEC)의 캠프 및 훈련 센터 

VIII. INDICATORS OF FUTURE ECONOMIC GROWTH IN KANSAS CITY AND GRANDVIEW 
캔사스 시티와 그랜드뷰의 미래 경제 성장의 지표  

A. In December 2008, Forbes magazine published an article, “America’s 10 Fastest-Dying Towns.” 
In this article, Grandview was listed as the 8th fastest dying town in America.  
2008년 12월 포브스 매거진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죽어가는 10대 동네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랜드뷰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죽어가는 동네 8 번째로 올랐다. 

B. Some estimate that within a 5-mile radius or so of IHOPU that there will possibly be around  
25,000 new jobs within the next decade. (16,000 jobs added just by the Cerner Campus.) 
어떤 이들은 평가하기를, 아이합 대학교 전방 5마일 이내의 지역에, 향후 10년 간 대략 2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았다. (서너 캠퍼스가 16,000개 일자리를 추가한데 비해 더 많은 수다). 

C. Google Fiber—an explosion of light: In March 2011, Kansas City was selected from over 1,000 
applicant cities as the first Google Fiber city on earth. This has helped catalyze an entrepreneurial 
rebirth in the Kansas City metro. It claims to be 100 times faster than other broadband speeds. On 
May 7, 2013, Google announced bringing its network to Grandview. This solidified Grandview and 
Kansas City’s standing as a technological center—which attracts entrepreneurs and many startups to 
be located in this area. Because of this, more companies will move to Kansas City and Grandview.  
구글 파이버- 빛의 폭발: 2011년 3월, 천 개 이상의 신청 도시들 중에 캔사스 시티가 지구상 최초의 구글 
파이버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캔사스시티의 도심지에 기업가적인 재탄생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구글 파이버는 다른 광대역 속도보다 백 배나 빠르다고 한다. 2013년 5월 7일에, 구글은 자사의 
네트워크를 그랜드뷰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랜드뷰와 캔사스 시티는 기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기업들과 많은 벤쳐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캔사스 시티와 
그랜드뷰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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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mart City—A smart city is where wireless sensor technology, communication networks, and 
intelligent data management combine to provide solutions for infrastructure problems that arise. 
Cisco announced plans to make Kansas City America’s largest “smart city.” Ashley Hand, 
chief innovations officer for Kansas City, says, “The city will be a ‘Living Lab,’ where 
entrepreneurs can test technologies in a real ‘Smart City’ environment. This will contribute to 
putting Kansas City at the forefront of the growing Internet of Everything (IoE) industry. We will 
become a global leader in cultivating ecosystems around IoE technology.” (kcmo.gov/smartcity)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는 무선 센서 기술,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지능형 데이터 관리가 결합된 곳으로, 
일어날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시스코는 캔사스 시티를 미국에서 제일 
큰 “스마트 시티”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캔사스 시티의 최고 혁신 책임자인, 애슐리 핸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도시는 기업가들이 실제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IoE (만물인터넷) 산업의 선두에 캔사스 시티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IoE 기술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개발시키는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kcmo.gov/smartcity) 

E. Cerner Innovations Campus—This health care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 is building a 
campus costing $5 billion and will add 16,000 new jobs in the next decade. They estimate an 
average salary of $75,000 plus, creating 15,000 indirect jobs at an average salary of $43,000.  
서너 이노베이션 캠퍼스- 이 의료 정보 기술 회사는 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캠퍼스를 짓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1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할 것인데, 평균 연봉 7만 5천 달러 이상이 될 것이고, 또한 
연봉 4만 3천 달러의 15,000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한다. 

F. Honeywell International—a new plant of over 1 million square feet costing $500 million to 
build—it services a $9 billion contra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The new facility with its 
government contract has created over 2,000 new jobs, paying an average salary of $95,000. 
허니웰 인터내셔널- 5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드는 100만 평방 피트가 넘는 새로운 공장 - 이 공장은 연방 
정부와 9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 계약을 맺은 이 새로운 시설은 평균 9만 5천 달러의 
연봉을 지불하면서 2,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G. CenterPoint Intermodal Center—a world-class shipping center providing direct rail linkage via  
the KC Southern Railway to major ports in Canada, Mexico, and US coastal cities. The property 
will cover nearly 1,500 acres and 5 million square feet of buildings, plus 8 million square feet of 
storage below ground. It is a $300 million investment and is creating over 2,000 new jobs.  
센터포인트 인터모달 센터-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해안 도시의 항구들로 가는 캔사스 시티 남부 
철도를 통해 직접 레일 연결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 센터다. 이 부지는 거의 1,500에이커와 5백 
만 평방 피트의 건물과 8백 만 평방 피트의 지하 저장고를 포함할 것이다. 그것은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고 2천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H.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ey moved two agencies of their agencies to Kansas City in 2019. 
“The Kansas City Region has proven itself to be hub for all things agriculture and is a booming city 
in America’s heartland,” Agriculture Secretary Sonny Perdue said.  
미국 농무부(USDA): 2019년에 이 부서의 소속 기관 두 곳을 캔사스 시티로 옮겼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캔사스 시티 지역은 모든 농업의 중심지로 입증됐으며 미국의 심장부에서 번창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1. Bob Jones’ word about KC being the “shipping point” and the “breadbasket” of the world.  
밥 존스의 캔사스시티에 대한 예언 가운데 세계의 “물류 센터”와 “빵 바구니”라는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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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elocation of two agencies: the Economic Research Servic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The USDA is looking for a 120,000-square-foot, Class A office space 
to house the 568 employees relocating from their current offices in Washington DC.  
경제 연구원과 국립 식량 농업 연구소의 이전: USDA(미농무부)는 현재 워싱턴 DC. 에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이전해올 568명의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12만 평방 피트 규모의 A급 사무실 
공간을 찾고 있다. 

3. The USDA wants to perform economic research in closer proximity to America’s farming 
community and agribusinesses.                         
USDA(미농무부)는 미국의 농업 공동체 및 농기업에 근접한 곳에서 경제 연구를 수행하기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