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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 End-time Revelation of Jesus: Bridegroom, King, and Judge  
종말에 계시되는 예수님의 모습: 신랑, 왕,그리고 심판주

  INTRODUCTION    I. 서론 

The years leading up to Jesus’ return will see A. unique dynamics,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 greatest 
outpouring of the Spirit in history is coming. It will surpass the book of Acts in power (Acts 2:17-21) 
as the gospel is proclaimed in every nation (Mt. 24:14). At the same time, sin will increase and Satan 
will rage against the nations as God’s judgments are poured out against the Antichrist’s empire (Mt. 
24:21). As the light gets brighter, so the darkness will get darker. Jesus taught that the wheat and the 
tares will mature together at the end of the age (Mt. 13:30).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독특한 상황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역사상 성령님의 가장 큰 부으심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선포되는 능력으로 

(마24:14) 사도행전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행2:17-21). 동시에 죄는 증가될 것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심

판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부어짐으로 열방에 분노할 것이다 (마24:21). 빛이 밝아질수록, 흑암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 13:30).   

The Word and the Spirit emphasize Jesus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at the end of the age (Isa. B. 
54:4-12; 62:2-5; Jer. 2:2; 3:14; 31:32; Ezek. 16:13-15, 32; 23:1-45; Hos. 1:2; 2:7, 14-23; 3:1-5; Mt. 
9:15; 22:1-14; 25:1-13; Jn. 3:29; 2 Cor. 11:2; Eph. 5:25-32; Rev. 19:7-9; 21:9; 22:17).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종말에 예수님이 신랑이시며, 왕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심을 강조한다. 

(사 54:4-12; 62:2-5; 예 2:2; 3:14; 31:32; 겔 16:13-15, 32; 23:1-45; 호 1:2; 2:7, 14-23; 3:1-5; 마 

9:15; 22:1-14; 25:1-13; 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9; 21:9; 22:17).  

Passionate Bridegroom:C.  As Bridegroom, Jesus has burning desire for His people. The Bridegroom 
message is about Jesus’ emotions for us, His beauty, His commitments to us (to share His heart, home, 
throne, secrets, and beauty), and our response of wholehearted love (obedience) that moves Him. The 
Spirit uses the message of the Bridegroom God to restore the first commandment to first place in the 
Church. We must always refuse all sensual overtones in proclaiming Jesus as our Bridegroom God. Jesus 
is not to be seen as our lover or boyfriend.  
 

열정적인 신랑: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신랑의 메세지는 우

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과 그 분의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향한 헌신 (즉, 주님의 마음, 처소, 보좌, 비밀

과 아름다움을 나누시려는 헌신)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전심의 사랑 (순종)을 말해준

다.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첫 계명이 최우선 순위로 회복되도록 신랑되신 하나님의 메세지를 사용하신

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하나님으로 선포하는데 있어 어떤 관능적인 의미도 내포하지 않으

며, 그것을 거부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애인이나 남자 친구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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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말에 계시되는 예수님의 모습: 신랑, 왕,그리고 심판주 

Sovereign King:D.  As King, Jesus possesses all power and anoints His people to do the works of the 
kingdom. He manifests His power by releasing protection, direction, financial provision, and He heals 
individual lives, revives the Church, transforms society, and restores the earth itself. 
 
전능하신 왕: 왕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도록 자기의 백성에게 

기름부으신다. 주님은 보호하심, 인도하심, 재정의 공급하심, 개인의 치유, 전교회의 부흥, 사회의 변혁, 

지구의 회복을 베푸심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Righteous Judge:E.  As Judge, Jesus removes everything that hinders love; He has a strategic plan and 
great zeal to intervene to confront oppression and corruption in a way that He has never done before in 
order to transition the earth to the age to come (Zech. 8:2; Rev. 19:2). Many unique dynamics will 
occur in His strategic end-time plan as He drives evil off the earth forever.  
 
의로우신 심판주: 심판주로서 예수님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 주님은 다가오는 새 시

대에 맞게 지구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유례 없던 방법으로 억압과 부패에 맞서서 개입하시기 위한  전략

적인 계획과  커다란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슥 8:2; 계 19:2). 주님께서 지구에서 영원히 악을 몰아내시

는 종말의 계획 가운데 많은 독특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No contradiction:F.  There is no contradiction in Jesus’ character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God 
never suspends one attribute to exercise another. The King uses His great power to express His burning 
desire for His people and to deliver them from everything that hinders love. The same furnace of Jesus’ 
holy desire for His Bride is turned toward the oppressors of His people. 
 
모순의 부재: 예수님의 신랑 되심과 왕 되심과 그리고 심판주 되심에는 모순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속성을 중지시키지 않으신다. 왕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자기의 불붙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 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큰 능력을 사용

한다. 자기의 신부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불 용광로가 그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Jesus emphasized the revelation of God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in His final message to Israel G. 
(Mt. 22:1-14, 37) and in His final message to the apostles before the last supper (Mt. 25). The final 
revelation in the Word reveals Jesus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Rev. 19-22).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세지와 최후의 만찬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메세

지에서 하나님을 신랑, 왕, 그리고 심판주로 계시하시고 강조하셨다 (마 22:1-14, 37; 25 장). 그리고 기록

되어진 말씀의 마지막 계시가 예수님을 신랑, 왕 그리고 심판주로 드러낸다 (계 19-22). 

John the Baptist was the first person in the New Testament to bring together the revelation of Jesus as H. 
the Bridegroom, King, and Judge (Mt. 3:1-12; Jn. 3:29-31). Isaiah 61-63 is a clear Old Testament 
description of the Spirit’s activity in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returns, revealing Him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Psalm 45 sets Jesus forth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신랑, 왕, 심판주로 처음 드러낸 사람이었다 (마 3:1-12; 요 3:29-31). 이

사야 61-63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세대에게 예수님을 신랑, 왕, 심판주로 계시하실 성령님의 활동을 확실

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다. 시편 45편은 예수님을 신랑, 왕, 심판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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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ruths are central to the forerunner ministry. These truths are essential in correcting the increasing I. 
distortion of the truth about who Jesus really is. To neglect any one of these three truths is to diminish 
the others. Different camps in the Church refuse or emphasize one of these truths over against the other 
two. In the 1970s, I began to see Jesus the King. In the 1980s, I began to see Jesus the Bridegroom. In 
the 1990s, I began to see Jesus the Judge and to put all three truths about Him together in context to 
the forerunner message.  
 
이러한 진리는 선두주자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이러한 진리는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증

가하고 있는 왜곡을 바로 잡는데 필수인 것이다. 1970년대에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 시작했다. 1980

년대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기 시작했

고,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진리가 선두주자의 메세지와 관련되었음 보게 되었다. 

THE CRISIS OF GOD’S JUDGMENT     II.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There will be a crisis on the earth related to misunderstanding God’s judgments. If people lack understanding A. 
of what is happening in the end times, they will be more vulnerable to yield to fear, offense, confusion, 
compromise, and deception. Many will need help to rightly interpret His judgments as expressions of 
God’s love and wisdom. The purpose of God’s judgments against the Antichrist’s empire is to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and to stop oppression and corruption.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함으로 오는 이 땅에서의 위기가 있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

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들은 두려움, 실족함, 혼동, 타협과 미혹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들 임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

든 것을 제거하고 억압과 부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The Spirit is raising up forerunners to prepare people to respond rightly to Jesus by giving them B. 
understanding of His heart and plans, so they will be able to agree with what He is doing instead 
of resisting it. The Lord calls some forerunners to seasons of rigorous preparation to proclaim the 
forerunner message. They prepare themselves by going deep in God through studying the Scripture 
with prayer and fasting, walking in purity, and learning to minister in God’s power. Because of love, 
they prepare themselves to prepare others for this historic transition time.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도

록 준비시키는 선두주자를 세우시고 계시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항하는 대신, 

주님과 동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어떤 선두주자들에게 이 선두주자의 메세지를 선포하기 위한 

강도가 높은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부르신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과 함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순결한 삶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함을 배움으로 자신들을 준비시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다른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14. Forerunners Preparing for the Coming Eschatological Revolution



216

국제 기도의 집  한국인 사역  |  www.IHOPkorean.org

mikebickle.org 를 방문하시면,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강의 14: 종말에 계시되는 예수님의 모습: 신랑, 왕,그리고 심판주 

 III.  MY PERSONAL CALL TO EMPHASIZE JESUS AS BRIDEGROOM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신랑, 왕, 심판주로 강조하는 것 

In May 1983, the Lord spoke audibly, related to Psalm 27:4, saying: A. “I will establish 24-hour prayer in 
the spirit of the tabernacle of David.” I believe that encountering the beauty of Jesus is foundational to 
energizing and sustaining the end-time worship and prayer movement.  
 
4One thing I have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Ps. 27:4) 
 
1983년 5월에 주님은 육성으로 시편 27:4에 관련하여“나는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24시간 기도를 이루

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예배와 기도에 활력을 주

고 이를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된다고 믿는다. 
 
4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
보며… (시 27:4) 

In July 1988, while in my office reading Song 8:6, I began to pray, “Jesus, seal my heart with Your seal B. 
of love.” I asked the receptionist to hold all my calls. Ten minutes later, the receptionist said, “Bob Jones 
heard the audible voice of the Lord for you.” He said that at very hour the Lord had spoken audibly to 
Him, promising to release grace across the Body of Christ worldwide to walk in Song 8:6-7 and that I 
was to focus on this theme throughout my ministry.  
 
6Set Me [Jesus] as a seal upon your heart…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its flames are flames of 
fire… 7Many waters [of sin or pressure] cannot quench love… (Song 8:6-7) 
 
1988년 7월에 나는 내 사무실에서 아가서 8:6을 읽으면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인으로 

인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비서에게 내게 오는 모든 전화를 절대 바꿔주지 말아 달라 

요청 했다. 그런데 10분 후에 비서는“밥 존스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밥 존

스는 주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길, 전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아가서 8:6-7의 말씀대로 행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나는 나의 사역 전반에 있어서 이 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

라 했다.  
 
6너는 나[예수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불길 같이 일어나니…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7홍수[죄 또는 압력]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가서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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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합의  사도적 사역 표현  
 

“사도적 사역”A.  은 신약의  사도적 사역교회의 비전과 삶의 방식을 반영하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견해이다. 

사도적 사역 은 믿는 자들이  사도적 사역신약의 삶의 방식을 살며, 큰 부흥과 핍박에 와중에서 적절

한 관점을 갖도록 구비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사도적 사역관점은 교회를 B. 승리와 전심 (wholeheartedness) 으로 부르며, 연관성 (relevance)
으로 초대한다. 승리는 영혼의 대추수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큰 능력과 연합, 정결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을 

포함한다 (엡 4:13). 전심이란 믿는 자들이 신약 교회에서 보듯이“산상수훈”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연관성은 우리의 수고가 계속됨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사회에 주는 영향이 천년왕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1.  예를 들면, 법과 

교육, 기술과 과학적 진보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확립된 의와 정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서 

계속될 것이다. 요즘의  의 대부분은 우리가 현재 하는 것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서로 연결되

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많지 않는 생각이다. 지금 생활의 질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수고는 또한, 우리가 재림 후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면에서 또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도적 사역은 C. 교회에 기반을 둔다. 이는 공동체의 정신을 추구하며, 깊은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는 공동

체 정신이다. 성별, 세대, 인종, 지역, 사역을 포함하는 다른 인간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결혼과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사도적 사역은 D. 전심 (금식의 생활방식)을 요구하는데 이는 신부의 친밀감 (신부의 영성)에 의해 불타오른다. 

사도적 사역은 영혼의 추수에 효과적이며 E. 사회에 영향을 주는 선교적 정신을 갖는다.  사도적 사역의 문화

명령은 연관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사회의 기관들에서 의와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도적 F. 사역은 금식과 기도에서 흘러나오며(중보기도, 예배, 친밀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갈망 (분투)하는 

것이다 (유다 3). 

사도적 사역은 G. 핍박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으로 끌어 안는다 (골 1:24).  

사도적 사역은 H.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다(새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은 깊은 연합 가운데 함께 행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의 역동성을 독특하게  

가지며  성숙하게 되어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로 시기나게 할 것이다 (롬 11:11,14).  

사도적 사역은 마지막 날의 예언적 가르침 (선두주자 사역)으로 I.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전파할 것이다 (행 20:20, 27, 5:20). 우리 또한 진리를 선포하며 심판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한다.

부록 | 캔자스 시티 아이합의 사도적 사역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