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STAFF MEETING (JUNE 2015) – MIKE BICKLE

God’s Sovereign Purposes and a Report on the Armenian Trip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들, 그리고 아르메니아 여정 보고
I.

SURPRISING INFORMATION ABOUT ARMENIA IN GOD’S END-TIME PURPOSE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목적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향한 놀라운 정보

A.

The Scripture provides an unusual amount of information about the role of six Gentile nations in the end
times– Egypt, Iraq (Babylon), Iran (Persia/Media), Syria (Assyria), Jordan (Edom and Moab), and
Armenia (land of Ararat; Noah). The scriptures describe how the Lord will use them and what they will do,
especially in context to the Antichrist’s empire.
성경 말씀은 6 개의 이방 나라들이 마지막 때에 갖지는 역할에 대해 많은 양의 정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나라들은 이집트, 이라크 (바벨론), 이란 (바사/메데), 시리아 (앗수르), 요르단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라랏 땅; 노아)이다. 성경 말씀은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특별히 적그리스도 제국을 배경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있다.

B.

God called the people from three ancient kingdoms to blow the trumpet to rally and prepare the nations to
stand against Babylon (Jer. 51:27). The people of Ararat, Minni, and Ashkenaz are associated with the
people of modern-day Armenia. A careful reading of Jeremiah 51 makes it clear that the ultimate fulfillment
of the destruction of Babylon is at the end of the age (Rev. 18).
하나님께서는 3 개의 고대 제국으로부터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이 나팔을 불어서 열방을 모으고
준비시켜서 바벨론을 대적하여 서도록 부르셨다 (렘 51:27). 아라랏과 민니, 아스그나스 사람들은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예레미야 51 장을 면밀히 읽어보면 바벨론의 멸망의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계 18 장).
27

Set up a banner in the land, blow the trumpet among the nations! Prepare the nations against her
[Babylon], call the kingdoms together against her: Ararat, Minni, and Ashkenaz...
(Jer. 51:27)
27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바벨론]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렘 51:27)
2

…“Babylon the great is fallen…and has become a dwelling place of demons…3For all the nations have
drunk of…her fornication, the kings of the earth have committed fornication with her, and the merchants
of the earth have become rich through…her luxury”… 8her plagues will come in one day…she will be
utterly burned with fire…10alas, alas, that great city Babylon, that mighty city! For in one hour your
judgment has come.” (Rev. 18:2-10)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 10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 18:2-10)

C.

Noah’s actions give insight into the national calling of Armenia– covenant, altar, rainbow, Great
Commission mandate to fill earth with glory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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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가 한 일들은 아르메니아를 향한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언약, 제단, 무지개,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라는 지상 명령

D.

Armenia’s spiritual heritage
아르메니아의 영적 유업
1.

First nation to make Christianity its official national religion in 301 AD. They are referred to as an
“island nation in the midst of a sea of Muslim nations.” Today, 99% of the people in Armenia have a
Christian orientation, and there are no mosques in the land.
아르메니아는 AD 301 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들은
“무슬림 국가들이 가득 찬 바다 가운데 섬처럼 있는 나라”라고 불렸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인구의
99%는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에는 모스크가 하나도 없다.

2.

A genocide occurred (1915-23) with 1.5 million Armenians killed by the Turks because they refused
to renounce their faith. Today, there are an estimated 10 million Armenians worldwide—with 3
million living in the land of Armenia and 7 million living outside it.
백오십 만 명의 아르메니아 인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르크에 의해 인종 청소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1915-23). 오늘날 아르메니아인은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3 백만은 아르메니아 땅에 살고 있고, 7 백만은 외부에 살고 있다.

3.

There was an outpouring of the Spirit in Armenia that started in 1891—15 years before the Azusa
Street revival in 1906. In 1952 Demos Shakarian from Armenia began the Full Gospel Businessmen’s
Fellowship and was used to lead many in receiving the gift of tongues.
아르메니아에서는 1891 년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1906 년의 아주사 부흥보다 15 년
전의 일이다. 1952 년, 아르메니아의 데모스 샤카리언 (Demos Shakarian)은 Full Gospel
Businessmen’s Fellowship 이라는 것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

4.

Armenia has significant parallels to Israel—God made a covenant in only two geographic locations
that were confirmed by signs (rainbow in Gen. 9 and fire in Ex. 19; 2 Chr. 7). Both nations suffered a
holocaust; most of their population has lived outside of the land. Israel endured 400 years of
oppression under Egypt and Armenia suffered under the Turks for 400 years (1518-1918). Israel
endured 70 years of oppression under Babylon and Armenia was under Soviet control for 70 years
(1922-1991).
아르메니아는 이스라엘과 매우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확증되는 언약을
맺으신 곳은 단 두 곳의 지역에서이다 (창세기 9 장의 무지개, 출애굽기 19 장, 역대하 7 장의 불). 두
나라는 모두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다. 이들 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자신의 땅 외부에서 살아왔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치하에서 400 년의 핍박을 견뎠으며, 아르메니아는 투르크 제국 하에서 400 년 간
고통을 받았다 (1518-1918).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70 년의 핍박을 견뎠으며, 아르메니아는
70 년간 소련 치하에서 있었다 (1922-1991).

II.

ART SIMONYAN AND WORD OF LIF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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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시모냔, 그리고 Word of Life(생명의 말씀) 교회

A.

The Word of the Life Church in Yerevan has 10,000 active members. It is the largest evangelical church and
TV presence in the 15 former Soviet Union nations and in the Middle East.
예레반에 있는 Word of the Life 교회는 10,000 명의 교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15 개 국가와 중동 가운데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이며, TV 를 통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B.

In 2007, pastor Arthur Simonyan received strong word to raise up 24/7 prayer and worship, so he searched
the internet for a people who were doing this. He visited IHOPKC for 30 days in 2009.
2007 년, 아더 시모냔 목사는 24/7 기도와 예배를 세울 것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고, 2009 년에 30 일간 IHOPKC 를 방문했다.

III. WE WERE SURPRISING BY OUR SENSE OF CONNECTION WITH ARMENIA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르메니아와 연결되어 있는지로 인해 놀라게 되었다

A.

In January 1984, Bob Jones told me that the Lord would connect us with a movement based about 35 miles
southeast of LA which had a banner in the spirit over them called “compassion and worship.” He was
speaking about the Vineyard Ministries in Anaheim, California under John Wimber (1934–2007). He said
that the Lord wanted the “prophetic and intercession” of Kansas City to cross-pollinate with the “compassion
and worship” of the Vineyard Ministries.
1984 년, 밥 존스가 내게 말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LA 남동쪽으로 35 마일(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긍휼과 예배”라고 불리는 정신 아래 일하고 있는 운동과 연결시키실 것이었했다. 그가 말한 것은 존
윔버(1934-2007)가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빈야드 교회였다. 그는 주께서 캔사스 시티의
“예언과 중보”가 빈야드 사역의 “긍휼과 예배”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다.

B.

In October 1987 Bob heard the audible voice of the Lord saying that John Wimber would call me in January
1988. On June 5, 1988, Bob again heard the audible voice of the Lord saying that John would call to open
three large doors to me. Bob said this was going to be a “Holy Spirit seminary season” for me that would last
for three years. Bob said this was a warning and not a promise because I did not know how to “go out and
come in” before the Lord and the people in the context of a million people. John asked me to go to Scotland
with him in November 1988.
1987 년 10 월, 밥 존스는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주께서 존 윔버가 1988 년 1 월에 나에게
전화를 걸 것이라는 것이었다. 1988 년 6 월 5 일, 밥 존스는 또 다시 존 윔버가 나에게 큰 세 개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을 말씀하는 주님의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밥 존스는 이 일이 내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것이 3 년 동안 지속될 것을 말했다. 밥 존스는 이것이
경고이며 약속이 아님을 말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 주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출입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 윔버는 1988 년 11 월에 나에게 스코틀랜드로 함께 갈 것을
요청했다.

C.

John asked if there might be a “sign” that would Paul Cain’s visit to him. Paul prophesied two earthquakes—
one local, to occur on the day of his arrival to visit John in Anaheim (Dec. 3, 1988), and one international
(Armenia), to occur on the day of his departure (Dec. 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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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윔버는 폴 케인이 그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표적”을 구했다. 폴 케인은 두 번의 지진을 예언했는데,
하나는 지역적으로써 그가 애너하임에 있는 존 윔버를 방문하는 날에 일어날 지진이며 (1988 년 12 월 3 일),
또 하나는 국제적인 것으로써 (아르메니아) 그가 떠나는 날에 일어날 지진이었다 (1988 년 12 월 7 일).

D.

In June 1988, Paul Cain prophesied that the “wind would be knocked out of communism by November 1989”
and years later “communism would be revived in combination with Islam.”
1988 년 6 월, 폴 케인은 공산주의의 바람은 1989 년 11 월에 제거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으며, 수년 후,
“공산주의가 이슬람과 결합되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E.

In January 1990, Bob Jones prophesied that we would take a one million dollar offering to give Bibles to
Russian speaking people. In the vision Jesus is driving a bus that represented the young adult movement with
24/7 prayer. In July 1990 we collected $1.4 million in two offerings.
1990 년 1 월, 밥 존스는 우리가 백만 달러의 헌금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환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버스를 몰고 계셨는데, 이는 24/7 기도와 함께하는 젊은이들의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990 년 7 월, 우리는 두 번의 헌금을 통해 백사십만 달러($1.4 million)를 모았다.

F.

On May 29, 1985 our church received the keys to our “new” sanctuary next to Truman’s home. Noah’s
rainbow and a dove were painted on the wall. We painted over it about three years later.
1985 년 5 월 29 일, 우리 교회는 트루만 대통령의 집 옆에 있는 “새로운” 성전의 열쇠들을 받았다. 이 곳
벽에는 노아에게 나타났던 무지개와 비둘기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3 년 후쯤 이 위에 덧칠을 했다.

G.

Gabriel’s word to Daniel that in the midst of restoring Jerusalem and the temple, Israel would face many
troubles. Hag. 1: describes the economic pressures (drought), passivity in building the house of prayer, and
accusation and persecutions against them Neh. 4:1-6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하고 중건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했다. 학개서 1 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뭄)과, 기도의 집을 짓는데 있어서의 수동성,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죄와 핍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느 4:1-6).
25

“…understand that from the…command to restore and build Jerusalem until Messiah…the street shall
be built again, and the wall, even in troublesome times. (Dan. 9:25)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단 9:25)

H.

When God’s timing and purpose intersect in a place where believers respond passionately with faithfulness
then God’s purpose occurs even in the midst of weak people and great difficulties.
하나님의 시간대와 목적이, 충성되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과 만나게 될 때, 백성들이 연약하고 큰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
2

…and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that it may bear more fruit. (Jn. 15:2)

2

… 무릇 열매를 맺는 [KJV 흠정역: 모든]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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