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  MIKE BICKLE 

        God’s Response to the Rage against Jesus’ Leadership (Ps 2:6)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분노,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시 2:6) 

I. INTRODUCTION  
도입 

A. In Psalm 2, King David prophesied that world leaders would oppose the leadership of Jesus, causing a global 
crisis that would reach its pinnacle in the generation of Jesus’ return.  

시편 2 편에서, 다윗 왕은 세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반대할 것이며, 이것이 전 지구적인 위기로 
이어져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에 정점에 이를 것을 예언했다. 

B. Psalm 2 has four parts: 
시편 2 편은 네 부분으로 되어있다: 
1. The kings’ opposition: seeking to remove the influence of the Word from society (2:1-3) 

왕들의 반대: 사회로부터 말씀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함 (2:1-3) 
2. The Father’s response: exalting Jesus as King and confronting rebellion against Jesus (2:4-6)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시며,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맞서심 (2:4-6) 
3. Jesus’ response: interceding in agreement with the Father’s decrees (2:7-9) 

예수님의 반응: 아버지의 명령에 동의함으로 중보하심 (2:7-9) 
4. David’s exhortation: calling people to serve God in the fear of the Lord and joy (2:10-12) 

다윗의 충고: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함 (2:10-12) 

II. THE KINGS’ FIERCE OPPOSITION TO JESUS AND HIS LEADERSHIP (2:1-3) 
예수님과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왕들의 격렬한 반대 (2:1-3) 

A. David prophesied that the nations would rise up in anger against Jesus’ leadership (2:1-3), seeking to remove 
the influence of His Word and leadership from society and the nations (2:3). Many rulers in society—
economic, educational, military, media, etc.—will resist Jesus.  

다윗은 열방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분노해서 대적해서 일어나고 (2:1-3), 그분의 말씀과 리더십의 영향력을 
사회와 열방으로부터 제거하려고 할 것을 예언했다 (2:3). 경제, 교육, 군사, 미디어 등 사회의 많은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다. 
1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 plot a vain thing? 2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rulers take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 3“Let us break Their 
bonds in pieces and cast away Their cords from us.” (Ps. 2:1-3)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 2:1-3) 

B. These leaders will oppose the truth about Jesus, His definitions of salvation, love, purity, and justice, and His 
purpose for Israel. They see God’s Word in a negative light, as if it were bonds enslaving them and hindering 
human potential and as cords binding them to His will and ways. 

For extra notes, see Practical Actions: How to Respond to Psalm 2 at mikebick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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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 구원과 사랑, 정결함, 정의에 대해 그분이 정의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그들을 노예화 시키며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맨 것으로 보며, 그분의 뜻과 방법에 그들을 묶는 
결박으로 볼 것이다. 

III. THE FATHER’S RESPONSE: HIS DETERMINATION TO EXALT JESUS (2:4-6) 
아버지의 반응: 예수님을 높이시기로 결정하심 (2:4-6) 

A. The Father’s response to the rebellious kings is to declare His purposes to magnify Jesus as King over the 
nations from Jerusalem (v. 6) and to distress the kings with judgment (v. 5). Jesus was enthroned in heaven at 
the resurrection and will be enthroned in Jerusalem when He returns.  

이 대적하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은 그분의 목적, 즉 열방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높이시며, 왕들을 심판으로 괴롭게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6 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으며,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4He who sits in the heavens shall laugh…5He shall speak to them in His wrath and distress them in His 
deep displeasure: 6“Yet I have set My King on My holy hill of Zion.” (Ps. 2:4-6)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 2:4-6) 

B. The Father’s message includes openly demonstrating Jesus’ power as King and distressing the leaders of 
society who are permanently settled in their rage against Jesus and His truth.  

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 끝까지 분노하기로 작정한 사회의 지도자들을 놀라게 하시는 것이다. 
28“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nations]…30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nd in the 
earth…31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awesome day of the LORD. 32…in Mount Zion and in 
Jerusalem there shall be deliverance…among the remnant …” (Joel 2:28-32)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열방에]에게 부어 주리니  …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 32 …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한글 KJV: 구해냄을 받으리니 ] 남은 자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욜 2:28-32) 

C. After Jesus returns, He will rule all nations in the millennial kingdom.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분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17At that time Jerusalem shall be called The Throne of the LORD, and all the nations shall be gathered to it, 
to the name of the LORD, to Jerusalem. (Jer. 3:17)  
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한글 KJV: 모든 민족들이 ]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 (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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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battle for Jerusalem is a spiritual, political, and military battle for the control of Jerusalem.  
I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attlefronts in the spirit today, ending when Jesus returns. 

예루살렘을 향한 전투는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영적, 정치적, 군사적 전쟁이 될 것이다. 
이곳은 오늘날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터 중의 하나이며,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끝나게 될 
것이다. 
2I will gather all…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3Then the Lord will go forth [second coming] and 
fight against those nations, as He fights in the day of battle. (Zech. 14:2-3)  
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재림]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슥 14:2-3) 

E. Even now we see the early stages of the battle of Jerusalem as hostility grows against Israel. So even now 
Gentile believers have a significant role in this spiritual battle and must understand it.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가는 예루살렘 전투의 초기 단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이방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F. Scripture calls the Church to stand with God’s purposes for Israel (Isa. 40:1-2; 62:11; Jer. 31:7-10; Joel 3:14; 
Zech. 12:3; 14:2; Mt. 25:31-46; Rom. 11:11, 20-22; Rev. 12:13-17). I believe it will be a litmus test of 
obedience. The highest issue in serving God’s purpose for Israel is obeying Jesus’ sovereign leadership. We 
love Him; thus, we want to do what He does and love what He loves.  

성경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과 함께 설 것을 부르고 있다 (사 40:1-2; 62:11; 렘 31:7-
10; 욜 3:14; 슥 12:3; 14:2; 마 25:31-46; 롬 11:11, 20-22; 계 12:13-17). 나는 이것이 순종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을 것이라 믿는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한다. 

G. Satan wants to exterminate the Jewish people so that a believing remnant cannot invite Jesus to rule Israel as 
her Messiah. John uses a prophetic picture of Israel as a woman being attacked by Satan as a dragon; God 
will protect her from total annihilation (Rev. 12:13-17; cf. Zech. 13:8-9).  

사단은 유대인들을 멸절시켜서, 믿는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환영하지 못하게 하길 원한다. 요한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으로, 여인이 용인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계 12:13-17; cf. 
슥 13:8-9) 

H. Half of Jerusalem will be taken into captivity (Zech. 14:2). About 600,000 Jews currently live in Jerusalem; 
thus, as many as 300,000 Jewish people may be deported in the coming crisis. The city shall temporarily be 
taken, creating the context in which Jesus personally delivers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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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절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슥 14:2). 현재 예루살렘에는 약 600,000명이 살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재난에는 300,000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강제로 추방될 것이다. 이 도시는 임시적으로 
점령당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무대를 만들게 된다. 
2“Fo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half of the city 
shall go into captivity, but the remnant of the people shall not be cut off.” (Zech. 14:2)  
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슥 14:2) 

I. God will force all to decide to stand for or against Israel. He calls the Church to stand with Israel (Isa. 40:1-2; 
62:11; Jer. 31:7-10; Joel 3:14; Zech. 12:3; 14:2; Mt. 25:31-46; Rom. 11:11, 20-22; Rev. 12:13-17) in their 
coming persecution (Dan. 7:21, 25; 8:24; 11:33-35; 12:7).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인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다가올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단 7:21, 25; 8:24; 11:33-35; 12:7),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사 40:1-2; 62:11; 렘 31:7-10; 욜 3:14; 슥 12:3; 14:2; 마 25:31-
46; 롬 11:11, 20-22; 계 12:13-17). 
3In that day…I will make Jerusalem a very heavy stone for all peoples… (Zech. 12:3)  
3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 (슥 12:3) 
2I will gather all nations, and bring them down to the Valley of Jehoshaphat [Jerusalem]; and  
I will enter into judgment with them there on account of My people, My heritage Israel, whom they have 
scattered among the nations; they have also divided up My land…14Multitudes, multitudes in the valley of 
decision!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n the valley of decision. (Joel 3:2, 11-14) 
2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 14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 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욜 3:2, 11-14) 

J. The Lord calls the Church to make bold, prophetic proclamations to comfort Jerusalem (Isa. 40).  

주님은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담대한, 예언적인 선포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사 40 장). 
1“Comfort, yes,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2“Speak comfort to Jerusalem, and cry out to her, 
that her warfare is end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Isa. 40:1-2) 
1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 (사 40:1-2) 

K. The Church must take a stand to boldly pray, declare, and sing the message of God’s purposes for Israel so 
that all the nations hear it clearly (Jer. 31:7-10).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노래함으로 모든 
열방이 이를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렘 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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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us says the Lord: “Sing with gladness for Jacob, and shout among the chief of the nations; proclaim, 
give praise, and say, ‘O Lord, save Your people, the remnant of Israel!’…10Hear the word of the LORD, O 
nations, and declare it in the isles afar off, and say, ‘He who scattered Israel will gather him, and keep 
him as a shepherd does his flock.’” (Jer. 31:7-10)  
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 10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렘 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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