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 뉴스레터

행복 가득한 구정되시길 바랍니다!
기해년이 모든분에게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상황

이번 달 빅뉴스는 단연 2월 중 개최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큰행사를 위해 준비가 진행중입니다. 이 뉴스레터를 쓰는 시점으로선 구체
적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이 회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준
비작업을 지시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
기프로그램을 해체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정반대되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에 모든 우라늄 농축시설의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남북 합동 한국전 유해발굴사업에 유엔이 특별제재면제를 
내린 것입니다. 북경에서는 중국, 북한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예술공연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청년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새 포스터시
리즈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서곡은 두 정권아래 통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부들은 흉년이 들어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봄 농사 준비를 위
해 퇴비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건축에 안전을 고려하는 분위기여서 500가정에 주택
을공급하는 공사가 완공에 가까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
다. 또한 광산사고로 광부 일곱 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다른 광부들 중 무단결근을 하면 중징
계를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북한에 갇혀있는 여섯명의 한국인과 데일리NK 기자최송민(가명) 형제를 위해 기도합
니다.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목사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요

생명의강 학교

3월 개학을 앞두고 새학년도를 위한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알려드린 대로 큰 변
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건강 문제로 이 학교의 훌륭한 수학교사로 섬긴 백
윤정 선생이 일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 선생은 시설/건축 업무를 돕고 있는 
형제와 지난 9월 결혼해서 삼수령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기쁜 소식은 이 귀한 자
매가 저희의 작은 공동체에서 계속 함께 생활하게된 것입니다.  이부부, 임성우(느헤미야)형제
와 백윤정 자매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교사를 찾고 있는데 한 교사가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새 통일/북한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중이며 다른 학교나 지역에 
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입생과 재정후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 재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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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학교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혜를 위해 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번째강 계획과 삼수령센터

삼수령센터의 다음 건축 단계인 공동체마을 건축을 위해 큰 경비가 필요하며 저희 사역에 반
가운 소식이 있다는 점을 지난 달 알려드렸습니다 . 아직 재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선 저희
가 건축하는 것을 기다리시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이미 사역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2주 전, 
저희들은 현장 사역자들(field workers)와 돕는 자들(helpers)를 위한 이그니스 공동체(국내에
서는 ‘선양하나’란 이름으로 사역)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안팎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제 생각엔 13개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몽골 가족과 브라질에서 온 자매, 네덜란드 형제,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태
백으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한국어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몽골가족(아버지, 어머니, 
십대인 세 아들)은 이번 주 삼수령센터를 방문하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모
든 일과 함께, 몽골 선교사였고 예수원에서 지원자 프로그램을 마친 부부가 저희와 함께 어떤 
일이든 돕기 위해 올 예정인데 생명의강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갈 외국 사역자
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리고 북한에서 저희의 친한 친구이며 동역자
였던 스티브 윤 부부가 이번 여름 자녀들과 함께 태백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선 북한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동역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갈 준비를 위해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 공동체마을이 다 지어지면 이
들이 저희 삼수령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임시 숙소와 학원을 시작할 장소를 찾
아서 외국인 사역자들을 위해 한국어학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삼수령공동체 대가족에 들어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그
들이 몰려올 것이다”란 유명한 어구와는 달리, 그들이 이미 오고 있고 우리는 지금 건축을 시
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은 ‘네번째강’ 계획과 ‘이그니스’ 공동체(선양하나), 그리고 레아인터네셔널, 
이 세 단체가 마음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북한을 향한 사역을 일으키기 위한 
모금을 위해 재단을 함께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
해주시도록 저희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달 공동체마을에서 굴
착(? Moving dirt)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두 주 내에 필요한 재정이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토리
네번째강 계획 대표
www.thefourthriver.org

http://www.thefourthri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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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unar New Year!  
May the year of the pig be a year of joy and blessing for all! 

Dear Friends,
 
The Situation in the North

The big news this month is the next summit meeting between Kim Jong Un and 
Donald Trump sometime later in February. The location is expected to be Vietnam, 
which is getting ready for the big event.  Time and exact location have not yet 
been finalized as of this writing.  Kim Jong Un is taking this very seriously 
ordering preparations to be made and expressing his satisfaction.  South Korea is 
hoping this summit will lead to Kim's dismantling of his nuclear weapons program; 
however, evidence about it continues to come to light. The U.S. has asked for a 
complete list of all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In other news, the United Nations has granted a special sanctions exemptionfor a 
joint team of North and South Koreans to look for Korean War remains in the 
North.  The curtain was raised a few days ago on a series of North Korea art 
troupe performances in Beijing to demonstrate the closeness of the two countries. 
A series of new posters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young adults in the 
Kimilsungist-Kimjongilist Youth Leaguehas just come out. And the latest overture 
from the North is calling for "unification under two regimes."  Meanwhile farmers 
are struggling to pay back loansfollowing poor harvests while engaging in the 
"manure battle"to get ready for spring planting.  Kim Jong Un's push for new 
construction has taken on a bit more of a safety consciousness that led to the 
temporary suspension of one project even as another one nears completion 
providing new housing for 500 families.  On the other hand mining continues to be 
dangerous with a recent cave-in that killed seven miners and severe punishment 
for absenteeism among other min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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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 are moving forward for the next school year that begins in March.  As we 
indicated before, we are expecting some big changes.  One change that has 
already come is that our wonderful math teacher has had to step down because of 



2019-2 뉴스레터

health issues.  She and our facilities and construction assistant were married last 
September and live here at the Three Seas Center.  The good news for us is that 
this precious sister will still be part of our little community here.  Please keep 
them both in your prayers: Yoon-jeong Baek and Nehemiah Lim.  So, we are 
looking for a math teacher but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ahead.  We are also 
planning a new Unification/North Korea curriculum that we may be able to take 
into other schools and locations. We also still need new students and financial 
support.  Please keep the School in your prayers for the finanincial need and also 
to give us wisdom as we make our plans.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We wrote last month about both our strong financial need in order to move 
forward with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Village, the next phase of the Three 
Seas Center, and about exciting developments in the works.  Well... we still need 
to funds in order to move forward but God is not waiting for us to build.  He is 
already sending the people. A couple weeks ago, we were at the Ignis Community ( 
Sunyanghana in Korea) retreat for field workers and helpers.  It was wonderful to 
be with so many people living and working inside China and North Korea.  I think 
there were 13 different countries represented.  At the conference, we met a 
Mongolian family, a woman from Brazil and a man from the Netherlands as well as 
some potential Korean language teachers all of whom are thinking seriously about 
moving to our city of Taebaek.  The Mongolian family (mother, father and three 
teen-aged sons) are actually visiting here at the Center this week while looking 
into housing possibilities.  Along with all of that, a Korean couple who were 
missionaries to Mongolia and recently completed Jesus Abbey's three-month 
postulancy program are coming to work with us in whatever way they 
can--possibly teaching in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teaching Korean to workers 
for the North. And, special friends and workers in NK, Steve and Joy Yoon, are 
planning to move to Taebaek with their family in the summer. Why all this 
movement here?  God is bringing people with a heart for North Korea to 
collaborate with us as well as to prepare to go in themselves.  All of these folks 
would be part of our Three Seas Community if Community Village was built.  In 
the meantime they are looking for temporary housing and space to start a Korean 
language school for foreign workers.  They are not waiting.  They want to join the 
extended Three Seas Community now. It's not a question of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They're already coming and we need to build--now! 

Another exciting development is the agreement of three organizations--our Fourth 
River Project, Ignis Community/Sunyanghana and Reah International, to collaborate 
in establishing a fund-raising foundation for all our North-facing work.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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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ly encouraging to us all. 

So... there is a lot happening.  Pray with us for God's blessing on it all and His 
guidance as we move forward.  Pray also for the funding needed in the next few 
weeks in order to begin moving dirt at the Community Village site next month. 

We have prepared a brief report, The Three Seas Story, for anyone interested in 
what God has done to this point.  It also includes a financial report covering the 
past ten years.  You may read it here in  English o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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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