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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께

북한의 상황
지난달 기도달력 발송 직전, 알렉시글리란 호주인이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드렸습
니다. 다행히도 그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측에 의하면 평양의 식당들을 해외로
알린 블로그 활동으로 인해 간첩으로 몰린 것입니다. 이사건의 배후가 무엇이든, 이사람이 석
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따라 계속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철책선과 CC 카메라를
설치하고, 북한은 월경 시 사용한 휴대폰에대해 몇 년 전 기록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탈북
민 수가 줄어들면서 뇌물로 수입을 챙기던 국경 경비들이 중국 쪽에서 물건들을 훔치는 도둑
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이 묘지들을 삼림으로 복원하면서 토지 사용 문제가 생겨
나고, 농업 경지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중한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잡히긴
하지만 휴대폰 사기(詐欺)로돈을 벌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 제재로 인해가계를 꾸리기 위해
젊은 엄마들이 일하러 가기 위해 자녀들을 유료 탁아시설에 맡기고있습니다.
고위급 정상회담에 대해 모두들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최근 (7월 중순, 이유는 제
가 여행 중인 관계로 인해 7월 하순의 새 뉴스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미국-북한 회담은미뤄질 전망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금새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
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려고 하지만 성급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예전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갈
라놓았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섯 명의 한국인과 데일리NK 기자 최송민(가명) 형제를 위해 계속 기
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난 목사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
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강학교
여름방학 중 이어서 소식 알림을 쉽니다.

네 번째 강 계획과 삼수령센터
벤 신부와 리즈 자매는 여름 동안 미국에 있습니다. 조이 윤 선교사와 함께 테네시주 브렌트
우드에서 열린 ‘임파워2019 컨퍼런스’에서 네 번째 강 계획과 이그니스공동체(선양하나)의 협
력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벤 신부는 공동체 마을 건축을
위한 예상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설계 변경을 고려
한 새 예산을 현재 계산중입니다. 이 비용이나 오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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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기쁜 소식은 벤 신부 내외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 바로 다음 날 스티브 윤 선교사부부가 태백
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태백의 한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이 가정의 보금자리를 만들 것입니
다. 이번 여름에 태백에 와서 이곳에서 살게 될 몇몇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점
점 더 커지게 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또 놀라운 진척은 예수원 회원들이 저희 네번째강 계획의 비영리 법인 등록을 추진하
도록 동의해 준 것입니다 . 이번 9월부터 이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인등록 과정을 마치
려면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과 네번째강 계획, 그리고 북한을 위해 태백에 와서 함께 동역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이름으로,
벤토리
네번째강계획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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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n the North
Just before we sent out last month's prayer calendar, we shared the fresh report
that Australian student Alek Sigley had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We are

glad to let you know that he is safe and sound back home. According to the
North, his blogging activities publicizing restaurants in Pyongyang, etc. was
considered to be spying. Whatever the reality is, we thank God that he was
released.
Things continue to tighten up along the northern border.

China has been adding

chain link fences and closed circuit TV cameras while North Korea has been
cracking down on cross-border cell phone usage going back years. With less
defector traffic, border guards, who normally supplement their income with bribes
are reduced to

stealing on the Chinese side.

Land usage is becoming more of an

issue as the authorities are turning grave sites into forest land and people who
build homes on farm land face severe punishment.

Still, smart kids are learning

how to make money by scamming the system-- especially cell phones--even
though they do get caught. With sanctions cutting into North Korea's foreign
tradeand people are working hard to make ends meet, young mothers are paying
for private day care services so that they can go to work.
While we are all very concerned about high level summit talks, the latest news at
this point (mid-July, since I won't be able to give you the latest at the end of the
month because of my travels) seems to be that any US-NK talks will be delayed.
Of course, give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his can change at a moment's
notice.

As people try to figure out what the North might try to do, it is easy to

jump to the wrong conclusion.

North Korea does have options and, just as they

used to play China and Russia off against each other, it looks like they are playing
the same game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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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much to report as school is out for the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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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Ben and Liz are in the U.S. for the summer.
to

share

about

The

Fourth

River

They joined together with Joy Yoon

Project/

Ignis

Community

(Sumyanghana)

collaboration at the Empower 2019 conference in Brentwood, TN. While there, Ben
was asked to provide a good breakdown of the expected expenses for building
Community Village.

He is working on putting together an estimate that takes into

account all of the recent changes.

When it is ready, we will make it available to

anyone.
The exciting news to us is that Steve and Joy Yoon will be arriving in Taebaek the
day after Ben and Liz return from the U.S.
town and will be settling down there.

There are others who are coming this

summer as well to make Taebaek their home.
our extended community growing.

They are buying an apartment in
We are truly looking forward to

Praise the Lord!

Another important development is that the Members of Jesus Abbey have given us
the go-ahead to incorporate The Fourth River Project as a non-profit corporation
in Korea.

We will be working on that starting in September.

We expect that it

will take a number of months to work it all out.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for North Korea, for The Forth River Project and
for all who are coming to work together in Taebaek for the sake of North Korea.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