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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IRO EGYPT: A CALL TO EMBRACE FOUR CHALLENGING VALUES (SEPT. 1982)                  

이집트 카이로: 네 개의 도전이 되는 가치를 받아들이라는 부르심 (1982년 9월) 

A. In Cairo, Egypt, in September 1982, the Lord spoke of a dynamic move of God, saying,  

“I will change the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Christianity in the earth in one generation.”      

1982년 9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주님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의 한 세대 안에 기독교의 이해와 표현을 바꿀 것이다.” 

1. Changing the understanding: speaks of the way unbelievers will perceive the Church.  

Today, many see the Church as boring, irrelevant, and non-threatening (Acts 5:11-13).     

이해를 바꾸는 것: 이것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는 지루하고 자기 삶과 무관하며, 또한 위협적이지도 않게 여긴다 (행 5:11-13).   

2. Changing the expression: is the way the Church expresses its life together as a prophetic people of 

prayer who walk out a “Sermon on the Mount lifestyle” with a forerunner spirit.                  

표현을 바꾸는 것: 이것은 교회가 예언적인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는 

곧 선두주자의 영으로 “산상수훈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다.  

B. God spoke to me about four values necessary for my future life and ministry. These are NOT  

the only values necessary in a New Testament church, but are the most neglected ones.  

In 1996, God corrected us as a church, calling us back to these by using the acronym “IHOP.”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삶과 사역에 필수적인 네 개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다. 신약의 교회에 이 네 

가지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등한시된 가치이다. 1996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고쳐 주시고 “IHOP”의 약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가치로 다시 부르셨다.        

1. Intercession: night-and-day prayer and worship             

중보: 주야의 기도와 예배 

2. Holiness: the Sermon on the Mount lifestyle (Mt. 5-7)        

거룩함: 산상수훈의 삶의 방식 (마 5-7) 

3. Offerings: extravagant giving by living a simple lifestyle to give more to the harvest                     

헌금: 추수에 더 헌금하기 위해 단순한 삶의 방식을 살면서 과하게 드리는 것 

4. Prophetic: confidence in God’s intervention (provision, protection, direction) and  

standing boldly in faith for what the Spirit is saying.                      

예언적: 하나님의 개입 (공급, 보호, 방향)에 대한 확신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는 것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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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땅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의 한 일원으로 초청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네, 

주님“ 하며 울며 소리쳤다. 주님은 “네가 ‘네 ‘하고 대답한 것일 뿐, 아직 그것을 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하고도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다.” 또 주님은 “조심해라, 너의 

형제들이 이것들을 너의 마음에서 빼앗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셨다.   

http://www.ihopkc.org/
http://www.mikebick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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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 VICTORIOUS CHURCH IN THE FACE OF COMMUNISM AND ISLAM          

공산주의와 이슬람에 맞서 승리하는 교회  

A. In June 1988, Paul had a vision and prophetic dream about the nations at the end of the age. There were three 

parts to this vision in which Paul saw three world empires.       

1988년 6월, 폴 케인은 마지막 시대의 열방에 대한 환상과 예언적인 꿈을 받았다. 폴이 세 개의 세계 

제국을 본 이 환상은, 세 파트로 되어있었다. 

B. Part 1: In 1988, George Bush was running for President against Michael Dukakis. The Lord said, “Bush is 

hunting for quail, and the quail will hide behind the Bush.” It was fulfilled in 3 months.         

파트 1: 1988년, 조지 부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마이클 두카키스와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부시(Bush)는 메추라기(quail)를 사냥하고 있고, 메추라기는 덤불(부시) 뒤에 

숨을 것이다.” 이것은 3개월 후에 성취되었다. [역자 주: 주님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부통령이 된 댄 퀘일 (Dan Quayle)을 미리 말씀해주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성과 

덤불을 뜻하는 단어 bush가 같고, 메추라기를 뜻하는 quail과 부통령의 성(Quayle)의 발음이 같다.] 

C. Part 2: The Lord said, “Within one year after George Bush is President, I will knock the wind out of 

Communism.” That was fulfilled in 18 months (Nov 1989) when the Berlin Wall came down.       

파트 2: 주님이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 1년 안에, 나는 공산주의의 바람을 꺾을 것이다.” 이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8개월 후(1989년 11월)에 성취되었다.  

D. Part 3: Paul said, “After some time passes, Communism together with Islam will raise up in a coalition as a 

new world power. It will be horrendously evil and have a strong base in Europe.  

It will shake the nations. The Lord will raise up a victorious Church in Europe that will stand strong, 

walking in the authority of Christ.” Europe was the focus given to Paul in this particular vision to encourage 

the Church in Europe. This evil empire will extend far beyond Europe.           

파트 3: 폴은 “얼마가 지난 후에,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세계 강국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끔찍하게 악할 것이고, 유럽에 강한 본부를 둘 것이다. 이것이 열방을 흔들 것이다. 

주님은 유럽에 승리하는 교회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들은 강하게 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행하는 

교회다.” 폴에게 주어진 이 특정한 환상에서는 유럽이 포커스였고, 그것은 유럽의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악한 제국은 유럽을 훨씬 넘어 확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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