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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The Early Days and the Solemn Assembly in May 1983 
03 사역 초기 및 1983년 5월 거룩한 성회 
A. In June 1982, I was called to leave St. Louis to go to Kansas City. Augustine Alcala, a man with  

a proven prophetic ministry, heard the audible voice of God about me while visiting St. Louis.  
In October 1982, Augustine gave me four words about the new work in Kansas City.  
1982년 6월에, 나는 세인트 루이스를 떠나 캔사스시티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언사역에 있어서 
증명이 된 분인 어거스틴 알칼라가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하는 중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들리는 명확한) 
음성을 들었다. 1982년 10월에, 어거스틴은 내게 캔사스 시티에서의 새로운 일(사역)에 관해 네 가지 
말씀을 주었다. 
1.  Thousands of young people will gather in Kansas City.  
     캔사스 시티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일 것이다. 
2.  The full manifestation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will operate.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며 운영될 것이다. 
3.  A false prophet will arise in your midst in the early days (he was discovered).  
     사역 초기에 거짓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다 (누구인지 밝혀짐) 
4.  Controversies and accusations will arise against you; do not answer them, but trust the Lord. 
     너(희)에 대한 많은 논쟁과 참소들이 일어날 것이나, 그것에 대응하지 말고 다만 주님만 신뢰하라. 

B. On November 28, 1982, fifty of us met in a home to talk and pray about our new church.  
The Lord surprised us by highlighting Gideon’s army (Judg. 6-7).  
1982년 11월 28일에, 5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집에 모여 새로운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다. 주님은 기드온의 군대 (삿 6-7장)를 강조하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셨다. 

C. I met Bob on March 7, 1983. He said, “On the first of spring, when the snow melts, they will accept 
me.” He explained that God gives prophetic signs in the heavens (including comets and weather 
patterns) and on the earth (earthquakes, etc.) to confirm and validate prophetic visions and dreams.  
나는 1983년 3월 7일에 밥을 만났다. 그가 말하길, “봄의 첫날 곧 눈이 녹는 그 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예언적인 하늘(혜성과 날씨 패턴을 포함해서)의 징조들과 땅 (지진 
등)의 징조들을 주셔서 예언적인 환상과 꿈들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다. 
17I will pour out of My Spirit on all flesh…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19I will show wonders in heaven and signs in the earth… (Acts 2:17-19)  
17 …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행 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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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 our first meeting, Bob told me many prophetic words (which he repeated on many occasions).  
He said, “You are a youth pastor. You will lead a youth movement of singers and musicians  
(24/7 prayer in the ‘house of the watchful and the wise’) that will be used in power evangelism  
and will mobilize prayer for Israel. This movement will receive abundant grace for prophetic and 
intercession and be deeply connected to many in Asia by ‘unplugged TVs’ in the rice paddies.” 
Throughout Asia, people would see the “songbirds” on Truman’s property in Grandview on 
unplugged TV sets in their hands (smart phones) and even on their wristwatches. He saw us deeply 
connected to a great spiritual awakening among the youth of Asia and also in Russia.  
우리가 처음 만난 미팅에서, 밥은 내게 많은 예언적인 말들을 해주었는데, 그는 자주 그것들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가 말하길, “당신은 젊은이들의 목사입니다. 당신은 싱어들과 뮤지션들이 함께 하는 젊은이들의 
운동 (곧 ‘깨어있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집’에서 24시간 7일 동안 드리는 기도)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능력 있는 복음 전도로 쓰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동원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예언과 중보를 위한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깊이 연결될 것인데, 그들은 
논에서 “코드 없는 TV를 보는 이들’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걸쳐 많은 이들이, 손에 코드 없는 TV세트 
(스마트폰)를 들고 또한 심지어 손목시계로 그랜뷰의 트루먼의 소유지에서 “노래하는 새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시아와 또한 러시아의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대한 영적 각성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보았다. 

E. Bob saw a “spiritual banner” over KC and the Midwest that said, “prophetic and intercession.”  
It spoke of grace being released for the prophetic and intercession.  
밥은 ‘영적인 깃발’이 캔사스시티와 중서부지역에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언과 중보”라고 
씌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예언과 중보를 위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말했다. 

F. Bob said, “This movement will have an intercessory ministry like Harry Truman who was a 
‘political intercessor’ for Israel”—God used him to help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in May 1948. 
Many OT prophecies make it clear that Israel would once again dwell in their own land in the end 
times. Bob said, “This movement will be spiritual intercessors for Israel. The Lord will place you 
next to and on Truman’s property as a sign and wonder or prophetic sign to you.”  
밥은 말하길, “이 운동은 해리 트루먼과 같은 중보 사역이 될 것인데,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게 
하셨다.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분명히 밝히듯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의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밥은 말하길, “이 운동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중보자들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트루먼의 소유지 바로 옆에 그리고 바로 그 곳에 당신을 두실 것인데 이것이 당신에게 표적과 
징조가 될 것입니다.” 

G. Over the weekend of January 27, 2008, we finalized our purchased of the 125 acres that Truman 
had sold to a Jewish family exactly 50 years earlier on January 27, 1958.  
2008년 1월 27일 주말에, 우리는 125에이커 (약 153,000평)되는 땅의 매입을 확정했는데, 이 땅은 트루먼 
전 대통령이, 그때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인 1958년 1월 27일에 한 유대인 가정에게 팔았던 땅이다. 

H. Bob gave me the same four prophetic words that Augustine had told me in October 1982.  
밥은 내게, 어거스틴이 1982년 10월에 내게 주었던 네 개의 예언적인 말들과 동일한 말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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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ob spoke of having over 100 prophetic revelations (1975–1983) of a youth movement rising up in 
Kansas City. One of Bob’s former pastors told me that Bob told him that when a group of young 
people come to Kansas City in the spring of 1983, Bob must leave his church to join them.  
밥은 캔사스시티에서 일어날 청년 운동에 대해 100여 개가 넘는 예언적인 계시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1975-1983년). 밥의 예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게 말해준 것인데, 밥은 1983년 봄에 젊은이들 그룹이 
캔사스 시티에 오면 자기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 교회를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II. THE FIRST OF SPRING WHEN THE SNOW MELTS  
눈이 녹는 봄의 첫 날 

A. God confirmed Bob Jones’ prophetic role early Monday on March 21, 1983. We met with Bob 
Jones and Art Katz together at my house from 9pm until 4am. The snow came as a prophetic sign.  
하나님은 1983년 3월 21일 월요일에 밥 존스의 예언적인 역할을 확인시켜 주셨다. 우리는 밥 존스, 그리고 
아트 카츠와 함께 우리 집에서 만나 밤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함께 했다. 이것의 예언적인 징조로 눈이 
왔다. 

B. On April 13, the Lord spoke to me about Daniel 9-10 and calling a 21-day fast starting on May 7. 
On April 14, Bob said that Gabriel visited him, saying, “Give the young man Daniel 9 and he will 
understand,” and that the fast would be confirmed by a comet unpredicted by scientists on May 7.  
4월 13일에, 주님은 내게 다니엘 9-10장에 관해 말씀하셨고 5월 7일부터 21일 금식을 하도록 부르셨다. 
4월 14일에, 밥은 가브리엘이 그를 방문해서, “그 젊은이에게 다니엘 9장 말씀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한 그 금식은 5월 7일에 과학자들도 예상치 못한 한 혜성에 의해 
확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C. God spoke 2 main promises to us about the future youth movement during that solemn assembly.  
1. The Lord said, “I will establish 24-hour prayer in the spirit of the tabernacle of David”  
(in context to Ps. 27:4). An angel told Bob that we would grow from 500 to 5,000 intercessors over 
night by the flood of the Spirit and that it would be confirmed as we watched “Mississippi.”  
2. God promised to release a healing anointing in our midst. He said: “No disease known to man 
will stand before this people.” This level of power will be seen in many ministries.  
하나님은 거룩한 성회 기간 동안 미래의 청년 운동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1.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다윗의 장막의 영 (시 27:4의 말씀)으로 하는 24시간 기도를 일으키겠다.” 
천사가 밥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룻밤 사이 성령의 홍수로 말미암아 중보자들이 500명에서 5,000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시시피강”을 볼 때 확인 될 것이라고 했다. 
2.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름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들에게 어떠한 
질병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능력이 많은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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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n May 28, 1983, Bob said that he had good news and bad news. The bad news—revival was not 
coming immediately; the spiritual drought over America would continue until God’s appointed time 
to send the rains of the Spirit. He prophesied a natural drought in KC that would last 3 months. The 
good news—the rain was coming on August 23 to show that God had “an appointed day” when the 
“spiritual drought” in the US would end. The drought lasted from July 1–October 1, 1983. It was 
the second worst drought on record for KC. On August 23, it rained very hard just as we were 
gathering at 7 pm. On August 23, it rained rain .32 inches. In 1986, I mistakenly reported the info 
that I received—that it rained 3-4 inches and that the drought continued from June to August instead 
of July to October. Later, I asked our team to do a fact check and then publicly made the correction. 
1983년 5월 28일에, 밥이 말하길 그에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다고 했다. 나쁜 뉴스는, 부흥은 즉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였다. 미국을 덮은 영적 가뭄은, 성령의 비를 보내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계속 될 
것이었다. 그는 캔사스시티에 실제 가뭄이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반면에 좋은 뉴스는 8월 
23일에 비가 올 것인데, 미국의 “영적 가뭄”이 끝나게 될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가뭄은 1983년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캔사스 시티 역사상 기록된 두 
번째로 심각했던 가뭄이었다. 8월 23일, 우리가 7시에 모였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8월 23일에 
0.32인치(8.12mm)의 비가 왔다. 1986년에 우리는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말했었다 (비가 3-4인치왔다는 
것과 가뭄이 6월에서 8월까지 지속됐다는 것 (가뭄은 7-10월간 이어졌음)은 잘못된 정보임). 후에 나는 
우리 팀들에게 사실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E. In 1983, five prophetic signs in the heavens were given in advance: unusual snow (March 21),  
a comet (May 7), a flood (Mississippi, May 23), drought (Jul. 1–Oct. 1), and rain (Aug 23).  
1983년에, 하늘에서 있을 다섯 가지 예언적인 징조들을 미리 주셨다. 이례적인 눈 (3/21), 혜성 (5/7), 홍수 
(미시시피강, 5/23), 가뭄 (7/1-10/1), 그리고 비 (8/23)다. 

F. On November 7, Bob told me that God would give me a revelation directly from His throne on 
November 15, and that afterwards I would never again doubt that God sovereignly called the 
solemn assembly on May 7, 1983, to birth a youth movement that would touch the ends of earth.  
In August 1979, Howard Pittman had a heavenly experience in which God told him that He was 
raising up a people like “Gideon’s army” who He would anoint with great miracles. God showed 
him that He would “begin to recruit this army in earnest” on May 7, 1983, accompanied by a 
heavenly sign. Howard published his book Placebo in May 1980.  
11월 7일에 밥이 내게 말하기를, 11월 15일에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에서부터 직접 내게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1983년 5월 7일에 거룩한 성회를 주권적으로 모으셔서, 
땅 끝까지 미칠 청년 운동이 태동하게 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979년 8월에, 하워드 
피트만은 천국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기름부음을 받은 “기드온의 군대”와 같은 이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이 1983년 5월 7일에 “이 군대를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하심”을 하늘의 징조와 함께 그에게 보여주셨다. 하워드가 (이러한 예언이 담긴) 그의 책 
플라시보를 출판한 것은 1980년 5월이었다. 

G. Almost 16 years later, on Sunday, January 24, 1999, a prophetic person gave me Hag. 1:2. That 
Wednesday, on January 27, in Colorado Springs, Kingsley Fletcher also prophesied Hag. 1:2 to me.  
약 16년 후인 1999년 1월 24일 주일에, 한 예언적인 분이 내게 학개 1:2의 말씀을 주었다. 그 주 수요일인 
1월 27일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킹슬리 플리처도 역시 내게 학기 1:2의 말씀을 주었다. 
1This people says, “The time has not come…that the Lord’s house should be built.” (Hag. 1:2)  
1…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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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 asked for a 3-fold confirmation: To provide a building without my telling anyone; to send a 
senior pastor to replace me with 100% unity among our leaders; and to tell Noel Alexander in a 
supernatural way. On February 20, 1999, in Sunderland, England, a man told Noel to go tell Mike 
Bickle it was time to start the 24/7 house of prayer. The next day in Peterborough (200 miles away), 
a man (he did not know) also prophesied that he was to tell Mike Bickle to start the house of prayer. 
세 가지의 확인을 구함: 내가 누군가에 말하지 않고 건물을 공급해 주실 것, 리더들이 만장일치하는 자로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실 것, 노엘 알렉산더에게 초자연적으로 말해주실 것이었다. 1999년 2월 20일에, 
영국의 선더랜드에서 한 사람이 노엘에게 말하기를, 마이크 비클에게 가서 이제 24/7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하라고 했다. 다음 날 피터보로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도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이 또 
마이크 비클에게 기도의 집을 시작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예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