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그리냐어로 된 격려 문구 및 성경구절을 참고해 주세요. 

욥기 13: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ኢዮብ 13:15  
ሓንትስ ኣኻይዳይ ኣብ ቅድሚኡ ኤቕንዕ እምበር፡ ንሱ ይቕተለኒ፡ ኣነስ ካልእ ትጽቢት የብለይን።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ዳዊት 23:4  
በትርኻን ምርኵስካን የጸናንዓኒ እዩ፣ ንስኻ ምሳይ ኢኻ እሞ፣ ብርባርባ ድነ ሞት እኳ እንተ ኸድኩ፣ 
ክፉእ ኣይፈርህን እየ። 
 

시편 37: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ዳዊት 37:3  
ብእግዚኣብሄር ተማዕቈብ፣ ሰናይ ድማ ግበር ኣብታ ሃገር ተቐመጥ፣ እምነት ከኣ ድለ። 
 

시편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ዳዊት 37:4  
ብእግዚኣብሄርውን ተሐጐስ፣ ልብኻ ዚደልዮ ንሱ ኺህበካ እዩ። 
 

시편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ዳዊት 37:7  
ንእግዚኣብሄር ሀዲእካ ተጸበዮ፣ በቲ ብመገዱ ዚሰልጠሉ፣ በቲ ሕሱም ሃቐና ዚፍጽም ሰብ 
ኣይትዀሪ። 
 

시편 40: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하였나이다 

 

ዳዊት 40:8  
ሽዑ፣ እኔኹ መጻእኩ፣ ኣብቲ ጥቕሉል መጽሓፍ ስለይ ተጽሒፉ ኣሎ። ኣምላኸየ፣ ፍቓድካ ንምግባር 
ባህጊ ኣሎኒ፣ ሕግኻውን ኣብ ውሽጢ ልበይ እዩ፣ በልኩ። 
 



잠언 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ምሳሌ 3:5  
ብምሉእ ልብኻ ብእግዚኣብሄር ተኣመን፡ ኣብ ልቦናኻ ኣይትጸጋዕ። 
 

요한복음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ወ. ዮሐንስ 14:1  
ልብኹም ኣይሸበር። ብኣምላኽ እመኑ ብኣይውን እመኑ። 
 

로마서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ሮሜ 8:18  
ሃረርታ ፍጥረት ነቲ ምግላጽ ደቂ ኣምላኽ ይጽበዮ ኣሎ እሞ፡ ከምኡ ኸኣ ኣነ ንስቓይ እዚ ዘመንዚ 
ነቲ ኣባና ኺግለጽ ዚመጽእ ዘሎ ኽብሪ ኸም ዘይመዓራረዮ፡ እኣምን ኣሎኹ።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ሮሜ 8: 28  
ነቶም ንኣምላኽ ዜፍቅሩ፡ ከም ምኽሩውን እተጸውዑ ግና ኵሉ ንሰናዮም ከም ዚድግፎም፡ ንፈልጥ 
ኢና። 
 

빌립보서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ፊሊጲ 1:21  
ንኣይ ህይወተይ ክርስቶስ እዩ፡ ሙማተይውን ረብሓይ እዩ እሞ።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

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ዕብራውያን 12:2 
ናብቲ፡ ሕፍረት ንዒቑ፡ ስለቲ ኣብ ቅድሚኡ ዘሎ ሓጐስ ኢሉ መስቀል እተዓገሰ ኣብ የማን ኣምላኽ 
እተቐመጠን ጀማር እምነትናን ደምዳሚኣን የሱስ ንጠምት። 

 

 



로마서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ሮሜ 8:35  
ካብታ ፍቕሪ ክርስቶስ ዚፈልየና መን እዩ፧ ከመዮ፡ ምእንታኻ ምሉእ መዓልቲ ንቕተል ኣሎና፡ ከም 
ኣባጊዕ ማሕረዲውን ተቘጸርና፡ ዚብል ጽሑፍ ዘሎ፡ ጭንቀትዶ፡ ጸበባዶ፡ ስደትዶ፡ ጥሜትዶ፡ 
ዕርቃንዶ፡ ፍርሂዶ ወይስ ሰይፊ፧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ሮሜ 12:1  
እምብኣርሲ ኣሕዋተየ፡ ንስጋኹም ህያውን ቅዱስን ንኣምላኽ ባህ ዜብልን መስዋእቲ ጌርኩም 
ከተቕርብዎ፡ ብምሕረት ኣምላኽ ኣምዕደኩም ኣሎኹ፡ እዚ ማለት እቲ ናይ ኣእምሮ መንፈሳዊ 
ኣገልግሎትኩም እዩ። 
 

고린도후서 1: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2ይ ቆሮንቶስ 1:9  
ኣብቲ ንምዉታት ዜተንስእ ኣምላኽ እምበር፡ ኣብ ገዛእ ርእስና ምእንቲ ኸይንውከልሲ፡ ሞት ከም 
እተፈርደና ኣብ ውሽጥና ይስምዓና ነይሩ። 
 

고린도후서 4:16-17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2ይ ቆሮንቶስ 4:16-17  
እቲ ሽዓ ዚሐልፍን ቀሊልን ጸበባና ማእለያ ዜብሉ ብሉጽ ናይ ዘለኣለም ምሉእ ረዚን ክብሪ 
የዳልወልና እዩ እሞ፡ እቲ ናይ ወጻኢ ሰብና እንተ በስበሰ እኳ፡ እቲ ውሽጥና ኣብ ጸጽባሕ ይሕደስ 
ኣሎ፡ ስለዚ ኣይንሕለልን ኢና። 
 

빌립보서 1:29-30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ፊሊጲ 1:29-30  
እቲ ኣባይ ዝርኤኹምዎ ሕጂውን ኣባይ እትሰምዕዎ ዘሎኹም ገድሊ፡ ከምኡ ዝበለ እናበጽሓኩም፡ 
ሳላ ክርስቶስ ምእንታኡ መከራ ድማ ክትጸግቡ እምበር፡ ብእኡ ኽትኣምኑ ጥራይ ኣይኰነን ጸጋ 



ተውሂብኩም ዘሎ።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

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ዕብራውያን 12:2  
ናብቲ፡ ሕፍረት ንዒቑ፡ ስለቲ ኣብ ቅድሚኡ ዘሎ ሓጐስ ኢሉ መስቀል እተዓገሰ ኣብ የማን ኣምላኽ 
እተቐመጠን ጀማር እምነትናን ደምዳሚኣን የሱስ ንጠምት። 
 

야고보서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ያዕቆብ 1:2  
ኣሕዋተየ፡ በበይኑ ዝዀነ ፈተና እንተ በጽሓኩም፡ ንዅሉ ኸም ሓጐስ ቍጸርዎ። 
 

베드로전서 4: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ይ ጴጥሮስ 4:12  
ኣቱም ፍቁራተይ፡ በቲ ንምፍታን ዚረኽበኩም ዘሎ ዋዒ ሓዊ፡ ሓደ ሓድሽ ነገር ከም ዝበጽሓኩም 
ኴንኩም፡ ኣይትገረሙ።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ያዕቆብ 1:12   
ተፈቲኑ ምስ ወጸ፡ ነቲ እግዚኣብሄር ነቶም ዜፍቅርዎ ዘተስፈዎም ኣኽሊል ህይወት ኪቕበል እዩ እሞ፡ 
እቲ ብፈተና ዚዕገስ ሰብኣይ ብጹእ እዩ። 
 

베드로전서 1:6-7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

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

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ይ ጴጥሮስ 1:6-7  
እቲ ምፍታን እምነትኩም ብምግሃድ የሱስ ክርስቶስ ንምስጋናን ስብሓትን ክብርን ብሓዊ ኻብ 
ዚዅላዕ ንሓላፊ ወርቂ ኣዝዩ ኸቢሩ ምእንቲ ኺርከብ፡ እንተ ኣድለየስ፡ ሕጂ ብብዙሕ ዝዓይነቱ ፈተና 
ምስ ጕሄኹም፡ ብእኡ ኽትሕጐሱ ኢኹም። 
 



베드로전서 4: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

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ይ ጴጥሮስ 4:13  
ብምግላጽ ግርማኡ ድማ ክትሕጐሱን ባህ ክትብሉን ኢኹም እሞ፡ ኣብቲ ስቓይ ክርስቶስ ሕቡራት 
ካብ እትዀኑስ፡ ተሐጐሱ ደኣ። 
 

요한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ራእይ ዮሐንስ 21:4  
ኣምላኽ ከኣ ንብዘሎ ንብዓት ካብ ኣዒንቶም ኪደርዝ እዩ። እቲ ቐዳማይ ሐሊፉ እዩ እሞ፡ ድሕሪ 
ደጊም ሞት ኣይኪኸውንን፡ ድሕሪ ደጊምውን ሓዘን፡ ወይ ጫውጫው፡ ወይ ጻዕሪ ኣይኪኸውንን እዩ፡  
 

형제/자매님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님께 주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이 다른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릴 모든 기회를 사용할수 있기를 격려

합니다. 

 
형제/자매님과 가족을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굳센 형제/자매님으로 인해 제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의 증언이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켜 경주를 완주하시길 기도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형제/자매님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을 감싸고 계시는 우리 구주의 팔을 형제/자매님이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천국의 소망되시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형제/자매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자매님의 목자되셔서 형제/자매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들판은 수확하기에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이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님의 신실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님과 함께 서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계속 형제/자매님의 걸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형제/자매님을 핍박하는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계시는 것에 대해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님이 고통을 인내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형제/자매님과 함께 합니다. 

 
형제/자매님의 빛이 형제/자매님 주변 분들에게 진리로 드러나게 하소서. 

 
형제/자매님의 현재의 시련들이 형제/자매님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형제/자매님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형제/자매님은 주님 보시기에 축복받으셨습니다. 

 
www.vomkorea.com 에서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0 Voice of the Marty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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