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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께 

북한의 상황
 
요즘 (북한, 중국, 미국, 한국) 최고위급 진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을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실 때쯤 이미 방한을 마
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일과 밀
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회동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회담에 개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김
정은의 세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은 시진핑의 방북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사진)극한 예우을 갖췄으며 시진핑은 북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선 그다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로인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모르고 있으며 시사분석가들 또한 북한 내 지도급 인사들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에서 보인 실망스러운 결과와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에 대한 회
의에 더하여, 북한인들은 식량에 대한 엄청난 곤경에 직면하면서 이 일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현재의 식량부족이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금년 후반기에 더 심한 부
족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농부들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밭에 일하러 나가는 것조차 
힘겨워하기 때문입니다 . 동시에 북한 당국은 누구든 밭에 나가 경작하도록 동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나 가는 행인까지도 무작위로 길에서 붙잡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
상이 농촌에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끔찍한 북한의 인신매매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돕기 위해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량에 대한 염려에다, 강제노동으로 생긴 사상자들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할 시설 없는 상
황에서 논쟁만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 핵 시설 근처에 사는 거주자 중 기형아 출생율
이 매우 높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엄청난 곤경에 처한 땅에 사는 사람들 위해 그리고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회담에서 긍정적인 열매가 나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섯 명의 한국인과데일리NK기자 최송민(가명) 형제를 위해 계속 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난 목사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있습니
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강 학교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모두 이 휴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학기 일정을 확정 짓는 과정
에 있는데 벤 신부와 리즈 교장이 7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7 뉴스레터

네 번째 강 계획과 삼수령센터

삼수령센터의 공동체마을 공사 첫 단계인 토목공사와 건축부지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
다. 비가 오기도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예상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6
월 말까지 이 공사단계를 마치길 원했지만 7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 중에 이 시설의 
설계변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
래 인허가를 받았던 설계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건축법 등에 여러 변화가 있는 관계로 더 이
상 이 설계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생명의 강 중, 고등학교 외에도 (남한 사람
들에게는 아직 북한이 개방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외국
인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과 숙소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새로운 
상황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이번 12월에 만기
가 되는 인허가를 연장 신청하는 것에 추가하여 건축설계도에 중요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
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신속히 해결되고 모든 경비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다
면, 그동안 기다려온 건축공사를 내년 봄에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해주
시고 특히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태백으로 사역자들이 이미 와 있고 
더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와서 사역을 준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를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일에 후원하는 것을 고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필요한 정보가 아래 있습니다. 
7월에 저희 부부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테네시주 내쉬빌 지역에 위치한 브렌트우드 침례교회
에서 Empower Church Forum 2019('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을'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곳에
서 삼수령센터를 건축하고 운영하는 일에 저희와 파트너가 될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더 큰 지원으로 이끌,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연결점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간 절실히 필요했던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 손주들과 또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8
월 22일 한국으로 돌아올 때 충전된 상태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낼 곳이 오지여
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작성하는 뉴스레터를 8월엔 다소 늦게 
그리고 짧은 양으로 발송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이름으로,
벤토리
네 번째강계획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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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n the North

There is a lot of stuff going on at a very high level these days.  It's difficult to 
know what to make of it all.  Even as this newsletter is being prepared,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about to visit South Korea.  By the time you read this, 
he will have come and gone.  This follows close on Chinese Premiere Xi Jinping's 
visit to Pyongyang prior to meeting with Trump.  Only time will tell what any of 
this really means.  It does appear that China wants to be involved in talks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erhaps there is another Trump-Kim summit in 
the works.  In the meantime North Korea rolled out the red carpet (photos)  for Xi 
when he came and he reconfirmed China's commitment to the DPRK (North 
Korea).  Of course, he really doesn't have much choice about that.  The folks 
back home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either and analysts are wondering what 
this says about frictions withi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tself.  Following on a 
disappointing showing at the Hanoi summit and skepticism about how the North 
might benefit from Xi's visit, North Koreans are wondering what it's all about even 
as they face an uphill struggle for food.  Shortages are hurting nowand may well 
bring greater shortages later this year as farmers are having a hard time even 
getting out to the fields for lack of food.  At the same time, the authorities are 
grabbing whoever they can to work the fields as random travelers are pulled off 
the roads.  While it may help the farming situation, marginally, it only exacerbates 
North Korea's horrendous human trafficking status-- worst in the world.  South 
Korea is contributingtowards the World Food Programs aid to the North.  Besides 
food worries,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contending with deaths and serious 
injuries from forced labor and the like with no facilities for treating trauma. It has 
also come to light recently that there is a high rate of birth defectsamong 
populations near the North's nuclear sites.

Please pray for the people of this beleaguered land and that all the high-level 
talks bear some sort of positive fruit.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We continue to pray for six South Koreans held in the North as well as Daily NK 
journalist, Choi Song Min (alias). Here's information on the pastors and others who 
have been detained and released.  Please remember them in your prayers. 

The River of Life School

Summer vacation starts in a couple weeks.  Everyone is looking forward to the 
break.  Pray that our students continue to work hard the last day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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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ster.  We are working on finalizing the schedule for second semester and 
want to get this done before Ben and Liz leave for the U.S. on July 11th.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Work is proceeding on the first phase of excavation and site preparation for the 
Community Village phase of the Three Seas Center.  This work is taking longer 
than anticipated, partly because of rain.  We hoped to have it done by the end of 
June and now it looks like it will be later in July.  While the excavation is going 
on, we are working on a complete redesign of the facilitie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The first is that the original design that is the basis for the 
original permits is very out-of-date related to changes in construction codes, etc.  
The other is that our needs have changed as we are now expanding beyond the 
middle and high school to include residential and training facilities for those 
coming to Taebaek from other countries to prepare for going into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even before it opens up to South Koreans.  We are very excited 
about this development and what the Lord is doing.  We've been writing about it 
over the past months.  What all that means is that, in addition to applying for an 
extension to the current construction permit that expires in December, we also 
have to apply for a major change to the plan.  This will take a lot of time and 
substantial finances.  Pray that this process proceeds much faster than expected 
and for all the funds needed.  Unless there is a special miracle, we won't be able 
to start the actual construction next spring as I had been hoping.  Please keep all 
of this in your prayers and pray for wisdom.  The need is pressing as people have 
been coming to Taebaek and more are waiting for the opportunity to come and 
prepare. We really do depend on your prayers and your financial support.  And 
do please consider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is work.  Information on 
how to contribute is below. 

I mentioned that Liz and I are going to the States this month.  We will be 
attending Empower Church Forum2019 at Brentwood Baptist Church near Nashville, 
TN.  We are also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potential partners to 
join with us in building and operating the Three Seas Center.  Please pray for 
Divine appointments that will lead to greater support.  We will also be taking some 
sorely needed time to relax and be with our family and grandchildren.  I trust that 
we will come back refreshed when we return to Korea on August 22nd. This brings 
me to another point.  We normally prepare this prayer calendar and newsletter the 
last week of the month.  At that time, I will not have easy access to the Internet.  
Your August prayer calendar might be late and the newsletter very short.  If that 
is so, please be understanding and think about us enjoying our family in a very 
remot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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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