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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북한의 상황

현재 톱뉴스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북-미정상회담입니다. 여기 김정
은 이 하노이까지 기차로 여행한 내용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레
터를 작성하는 동안 어떤 합의내용도 없이 정상회담이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악수하는 장면도 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 간에 소통이 계속 이뤄져서, 한반도의 비
핵화, 자유, 심각한 인권침해의 종식, 그리고 양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하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번영을 이룰수 있을 것을 믿는다고 발표했지만 김정은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듯합니
다. 북한은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부정부패와 반사회적 행위를 엄중 단속했습니다. 북한정부는 
탈북을 막기 위해 미끼로 유도하거나 함정수사를 벌임으로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한편 김정일의 생일 축하행사경비를 위해 시민들의 월급에서 소정액을 제하며, 농민들로
부터군대에 쌀을 공출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시를 내린 건축공사가 자재부족으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그러나 북한열차시간표를 엄수하기 위해 두 시간정도 기차운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 특히 신의주에서 강건너편에 위치한 단동에 사는 주민들
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많은 교역이 일어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북한에 억류되있는 남한 출신여섯명과데일리 NK 기자인 최송민(가명)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 감금되었다 풀려난 목사들과 다른이들에 대한 정보가있습니다. 이들을 기억
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강 학교

항상 새 학년도에 도전이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번 해엔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재정 
면에 있어 큰 도전이 왔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재정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 큰 축복
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경제상황이 어려워 그간 후원해주신분들이후원을줄이거나중
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신입생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른 이유는 
많습니다. 학교 내 변화들이 생겼고, 외부적인 이유로는 매년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적 
어졌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도록 지혜를 주시 고학생들과재정후원을보내주시도록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 연말 건강상이나 학교 내 변화로 인해 여러 교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새 과학교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셰퍼드 타임 사회과목교사도 함께 일하
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이슈들을 처리해나가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
다. 작년에 개발한 북한 관련 커리큘럼을 확장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번해 중에 커리큘럼을 
외부에서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희학교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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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강 계획과 삼수령 센터

북한에 들어갈 계획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지난달 알려드렸
습니다. 몽골 가정과 한 브라질 자매가 한국어를 배우며 준비하기 위해 한동안 태백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생명의 강 학교에 (재학생 수가 줄은 이유로) 여유공간이 생겨 한국어 클래스를 
학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좋습니다

삼수령센터의 다음 건축단계인 공동체 마을 공사에 관해선, 절대적으로 변화를 줘야 할 건축
설계부분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의 유연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 넘어야하도록 만들
었습니다. 이 말은 설계의 구체적인 변경을 허락받도록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일은 더 많은시
간과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해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길 바라는데 이 공동
체마을의 필요가 점점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실제 일어나기 전제 가기 
대한 것보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건축 설계디자인
을 위해, 건축비용과 지혜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 토리 신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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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Friends,

The Situation in the North

Top of the news is the Hanoi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As I write this, the talks have ended early with no agreement on anything.  There 
was no closing photo op or handhake.  However, both sides indicate that talks will 
continue.  We continue to pray that the conversation will continue and eventually 
result in denucleari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w freedoms. an end ot the 
serious human rights issue and mutual prosperity.  Soon after his arrival in 
Hanoi, President Trump proclaimed that he believed that North Korea could 
achieve prosperity similar to Vietnam's if it w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but 
it seems that Kim is not interested.

Here's an interesting piece about Kim's train trip to Hanoi and his reception 
there--pictures.   

In the lead-up to the summit, North Korea has been cracking down on corruption 
and anti-socialist activities . The authorities are making a special effort to stop 
defection using enticement and entrapment. in the meant time, life goes along as 
usual with citizens' earnings being tapped to come up with extra funds to pay for 
Kim Jong Il birthday celebrations and farmers having to "contribute"  rice for the 
army. Newly mandated showcase construction projects languish for lack of 
materials.  However, the national railroad is managing to shave off a few hours 
here and there to the schedules... And the Chinese (at least in Dandong City 
across the river from Sinuiju) are hoping that the summit talks will open up more 
trade possibilities.  We shall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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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school year begins with all the usual challenges but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there are a few more.  A big challenge is financial.  The school has been 
blessed over the years with some regular donors whose contributions have 
provided a strong financial foundation.  Unfortunately, the Korean economy is not 
very good at the moment and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donors have had to 
cut back or stop contributing altogether.  At the same time, we have no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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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his year bringing in new tuitions.  There are a lot of reasons for this, 
some that we are addressing by changes within the school, others because of 
overall changes in the country as the number of school-age children shrinks year 
by year.  Please join us in praying for wisdom as we move forward and for the 
Lord to send students and contributions. Several teachers left at the end of the 
last year for health reasons and changes in the school. We do have a new science 
teacher for which we are very grateful.  We also have a new part-time social 
studies teacher.  We are looking at creative ways to handle other issues.  We are 
glad to say that we are expanding on the North Korea curriculum that we started 
last year and that we expect to take this outside the school later on this year. 

Please keep the school community--faculty, students, parents-- in your prayers as 
we go through this somewhat difficult time together.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Last month we mentioned Korean language classes starting up for people who are 
planning to go into North Korea.  We have a Mongolian family moving  into 
Taebaek and a Brazilian woman who will also settle here for a time as she 
prepares.  Since we have space at The River of Life School (fewer students...), we 
are expecting the Korean language classes to start out using our space.  This will 
keep us all close together. 
 
In terms of the Center construction for the next phase, Community Village, it 
appears that the level of changes absolutely required will push us over the limit of 
flexibility in the current design.  This means that we will have to apply for a 
change to the detailed plan, which will take additional time and resources. I am 
still hoping to begin construction this year--the need is becoming ever more 
apparent--but more work than I expected is required before that.  So, continue to 
pray for the construction funds needed and for wisdom as we continue working on 
the f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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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