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mple Letter in Korean(North Korean bible)  

Job 13:15 

욥기 13:15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Psalms 23:4 

시편 23:4 내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팽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것 없어라. 

Psalms 37:3 

시편 37:3 여호와만 믿고 살아라. 땅우에서 네가 걱정없이 먹고 살리라. 

Psalms 37:4 

시편 37:4 네 즐거움을 여호와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Psalms 37:5 

시편 37:5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주시리라. 

Psalms 37:7 

시편 37:7 고요하게 지내라, 여호와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Psalms 40:8 

시편 40:8 나의 하나님, 당신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Proverbs 3:5 

잠언 3:5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체하지 말고 

John 14:1 

요한복음 14:1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Romans 8:18 

로마서 8:18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omans 8:28 

로마서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Romans 8:35 

로마서 8:35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여놓을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Romans 12:1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

니다. 여러분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

분이 드릴 진정한 례배입니다. 



2Corinthians 1:9 

고린도후서 1:9 그러나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였습니다. 

2Corinthians 4:17 

고린도후서 4:17 우리는 지금 잠시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

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Philippians 1:21 

빌립보서 1:21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리득입니

다. 

Philippians 1:29 

빌립보서 1:29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Hebrews 12:2 

히브리서 12:2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여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James 1:2 

야고보서 1:2 내 형제 여러분, 여러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시오. 

James 1:12 

야고보서 1:12 시련을 견디여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

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

신 것입니다. 

1Peter 1:6 

베드로전서 1:6 그러므로 기뻐하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

할 수밖에 없겠지만 

1Peter 4:12 

베드로전서 4:12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 처럼 놀라지 마시오. 

1Peter 4:13 

베드로전서 4:13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될것입니다. 

Revelation 21:4 

요한계시록 21:4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

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I gave thanks for you when I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나는 주예수 안에서의 형제/자매님의 믿음을 들을때마다 형제/자매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

다. 

Your life exhibits the grace He has shown you. 

형제/자매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님에게 보여준 은혜를 나타냅니다. 

We encourage you to take advantage of every opportunity to tell others about Jesus. 

우리는 형제/자매님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기를 격

려합니다. 

We love you and your family. We are praying for you, your family, and your guards. 

우리는 형제/자매님과 형제/자매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과 형제/자매님

의 가족 그리고 형제/자매님의 보호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My heart rejoices that you are strong in the Lord. 

형제/자매님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이 기뻐합니다. 

I pray your witness will lead many to Jesus. 

나는 형제/자매님의 증언이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I thank God for your love of Chir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형제/자매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You are fighting a good fight. May you keep the faith and finish the race. 

형제/자매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이 신앙을 지키고 그 경주에서 승

리하기를 바랍니다. 

May those who persecute you see Jesus in your life. 

형제/자매님을 핍박하는 이들이 형제/자매님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You are counted worthy to suffer for His name. 

형제/자매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 받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I pray you feel the arms of our Lord surrounding you. 

나는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님을 우리 주님의 팔로 안고 계신 것을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Keep looking to Jesus, our only hope of heaven. 

우리의 유일한 천국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I pray you will feel the presence of Christ with you today. 

오늘 형제/자매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I thank God for your faithfulness. 

나는 형제/자매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et Jesus continue to guide your steps to eternal life.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영생으로 계속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When one part of the body suffers the whole body suffers. Many Chrisitians around the world 

are standing with you. 

몸의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나머지 전체도 고통 당합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I pray the eyes, ears and hearts of those who persecute you may open to Jesus. 

형제/자매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마음이 예수님께 열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Thank you for suffer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 형제/자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May your light reveal the truth to those around you. 

형제/자매님의 빛이 형제/자매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Your present trials proclaim your faith. 

형제/자매님이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이 형제/자매님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Our Lord is with you even where you are. 

형제/자매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We request the return of Zhang Wen Shei to China. 

장 웬셰이를 중국으로 돌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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