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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께

북한의 상황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몇주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체 중이던 
주요 미사일 발사 현장을 북한이 재건축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대
통령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합
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길 원한다고 미국은 믿지만 북한은 그 협상을 끝낼
것에 대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일
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8 North’란 웹사이트에 비핵화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무역 제재를 취소하고, UN이 북한에서의 구호사역 (특히메노나이
트 중앙위원회의사역)을 위해 제재 장벽을 낮출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다른 구호
단체들에게도 문이 열리게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뉴스로는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북한 지도자들의 시신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
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인들은 새 스마트폰 앱과 재외 노동자들을 통해 해외 미디어를 접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만 시청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들이 알게 되
길 기도합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북한에 억류되 있는 여섯 명의 한국인과 데일리NK기자 최송민(가명) 형제를 위해 계속 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난 목사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
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강 학교

지난 달, 이번 새 학년도에 저희가 당면한 도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학교가 전격적
으로 시작됐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매년4월과 8월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4월 시험을 치룰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이들이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국가적인 시
험은 항상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예수원 회원들이 학교와 함께 일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준 것입니다. 개
교 때부터 저희가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
는 일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학교 통학버스 기사 겸 관리를 맡았던 형제가 3월 말 1년계약
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원에서 통학버스 운전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아론 형제가 아침 통
학을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교 때는 리즈 교장과 다른 교사가 교대로 운전을 돕게 되었습
니다. 다행히 학생수가 적어 학교 밴에 다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 방안이긴 하지만 앞으
로 몇 달간 통학문제가 해결되어 안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학
교 통학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예수원의 친
구이자 요리가인 분이 이번 학기 점심식사를 준비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주님, 모든 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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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4월 25일 학생들이 특별한 행사에참가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개최될 컴백 월드투어
(Comeback World Tour)에 자원 봉사자로 도울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강 계획과 삼수령 센터

 한 몽골 가족이 북한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로 태백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1주에 한번은 생명의강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십대 아들 세 명이 매
주 이틀씩 생명의강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브라질 자매는 3개월간 예수원 
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며 마친 후 태백에 숙소를 찾아 한국어 언어프로그램에 들어올 
것입니다 . 저희 공동체마을이 완공되어 입주 준비를 마치면 더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준비하길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 필요가 확실시되고 있어 저희 건축 계획의 
다음 단계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을 위한 재정을 신속히 보내주시고 현
재의 설계 일을 친히 인도해주시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 토리 신부
네번째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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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n the North

In the weeks following the Hanoi Summit, the issue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has been in the news a lot.  As evidence mounts that the North 
is  rebuilding a major missile launching site that it had been dismantling, Trump 
has been  warning against just that. 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South 
Korea states that North Korea's activities are  "inconsistent" with denuclearization.  
While the U.S. also believes that North Korea wants to continue denuclearization 
talks, the North has threatened to discontinue them. In the meantime, the U.S. has 
been reaching out to China to help with the situation.  To be honest, I don't think 
anyone really knows what will happen; however, the website,  38 North, has a 
number of very thoughtful articles on the whole denuclearization process.  I 
recommend  taking a look.  There are some hopeful developments in Trump 
cancelling additional sanctions and the UN lowering sanction barriers for 
humanitarian work, specifically by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Pray for 
things to open up for other humanitarian organizations as well. 

A few brief items.  Here's a story on how Russian technicians keep the North 
Korean leaders' bodies looking fresh.  North Koreans are managing to get outside 
media through  new smartphone aps and as workers overseas.  Pray that they 
learn about the things that are really important and don't spend all their time on 
dr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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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month, we filled you in on all the challenges facing us this new school year. 
Well, the year is now in full swing and our students are hard at work. They are 
also facing some major exams this month so please pray that they do well.  The 
nationa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quivalency exams are held twice a year in 
April and July.  Most of our students will be taking the April exam.  As always, 
national exams are quite stressful even though we are confident that our will do 
well.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members of Jesus Abbey have appointed a 
committee to work with us at the school.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w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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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eginning.  They will be helping us with planning and direction for the 
school going forward.  The Abbey also is helping us with transporting students as 
our full-time bus driver and facilities manager completed his year with us the end 
of March.  We are very grateful to Brother Aaron Chung who will be driving the 
school bus in the morning to pick up students.  Principal Liz and another teacher 
will take turns driving them in the school van in the afternoons.  We are still 
small enough to all fit in the van...  This is a temporary arrangement but it is a 
big relief to have this transportation problem solved for the next few months.  We 
also are praying that we get more students along with a longer term solution to 
the driving!  We are also delighted that a close friend and professional cook has 
agreed to cook lunch for the school for the rest of the semester.  Thank you, 
Lord, for all of these answers to prayer! 

Our students will be involved in a special event coming up on April 25th.  They 
will be helping as volunteers for the  arts and music festival, Comeback World 
Tour when they are in Daegu.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We mentioned the Korean language program being started for a Mongolian family 
preparing to work in North Korea.  Classes are now under way with them using 
our school facilities one day a week.  Their teen-age sons are also participating in 
The River of Life School program two days a week.  A Brazilian woman is 
currently taking part in Jesus Abbey's three-month postulancy program.  After 
completing her three months there, she will be getting a place in Taebaek and 
joining the language program.  We have been assured that there are many more 
Brazilians who are looking forward to coming and preparing with us as soon as we 
have Community Village built and can receive them.  Clearly, the need is real and 
pressing for this next phase in our construction plan.  Please pray for the Lord to 
enable us to move forward rapidly providing the funds for construction and 
guiding our current design work. 

Thank you!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