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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께

북한의 상황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 국무부는 아직 협상의 문이 열
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새 협상카드를 제시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강연을 통해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
다. 존볼튼 미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UN의 결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역제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북한 시장이 침체되고있으며, 동시에 건축공사가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있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의 노동력을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입주예정자들은 부실
하게 진행되는공사를 보며 과연 이 건물들에 들어가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경제 부
문에서 무역제재의 영향을 절감하지만, 이 영향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 회사들은 무역
박람회에참가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엔이 식량원조를 허락하도록제재를 조금 완화시
켜줄 정도로, 세계식량프로그램은 북한의 식량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밀을, 남한이 국제아동기금에 3백5십만 달러를기부하기로 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보이며, 평양 당국은 남한에서 올 지원에도 불구하고근본적인 남북 관계를 정상화 하지
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무역제재로 인해 농촌경제가 어려움을겪고 있으며 모든 자
원의 할당량이 다른 부문의 우선권에 밀려 농민들은 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취약한 사회 기반시설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탄 탄광에서 광부가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고 공장의 새 오수 처리시설에 고장이생기기도 했습니다.
6월 6일은 북한의 조선 어린이 연합 재단의 날이며국가 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어린이들이 제
국주의에 맞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전사가되도록 고무시키며 이를 경축하는 날입니다. 국가가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라고 띄워주지만 미성년자 노동뿐 아니라 성적인 학대와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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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학교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방문
했고, 하루는 온종일 '성경적 희년'과 이것을 현대경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공부했습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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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아카데미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흘간 학교를 방문했습니
다. 생명의 강 학생들이 형, 누나역할을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스스
로 예배를 준비해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방문한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모
두로부터 이 시간이 격려와 축복이 되었다는 피드백을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쥬빌
리데이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대천덕신부님이 가르치셨고 예수원이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는 성경적 경제학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학기 중반을 지나가며 후반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원의 생명의 강 학교위원
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원이 학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을지 더욱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
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미래와 다음학기,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
습니다.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 계획과 삼수령 센터
지난달, 공동체 마을 토목 공사를 곧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건축 부지가 모습을갖
춰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고있습니다. 이 다음 확정 지어야할 큰 과제는 저희에게 새롭
게 생긴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공동체 마을 건물들의 건축 설계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생
명의 강학교를 위한 새 집이 되는 것과 함께, 지난달 공지한 대로, 북한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며 준비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길 원합니다. (북미 와서 유럽 외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소가 또한 남, 북간의 관계를 치유하고 화해를 가져오
며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타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하여 시너지
를 내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이름으로,
벤토리
네 번째강계획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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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n the North
It certainly seems that we are getting mixed signals about the likelihood of North
Korea laying asid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rump says that he believes that

Kim Jong Un will denuclearize and the U.S. State Department states that

the doors

are still open for talks while,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says the talks won't
go anywhere until the U.S. comes up with a "new calculation."

In the meantime,

in domestic lectures, the North says they will not give up their weapon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accuses the North of further violations of the U.N.
resolutions.
All the while sanctions continue to bite with North Korean markets stagnating yet,
at the same time, construction projects continue forward at a dangerous pace,
even using child labor, filling residents are wondering if they will be able to live in
new dwellings being built with shoddy construction. While some sectors are feeling
the pinch of sanctions, efforts to circumvent them continue with foreign companies
attending a trade fare. Interestingly, the World Food Program is quite concerned
about food supplies in the North to the point where the U.N. is easing sanctions a
bit to allow food aid, Russia has already sent wheat and South Korea has pledged
$3.5 million to UNICEF; yet, North Koreans, themselves, don't seem to be that
concerned

and

Pyongyang

says

that

fundamental North-South relations.

aid,

even

from

the

South,

won't

fix

Meanwhile agriculture is suffering from the

sanctions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other priorities.

Industry is having its

own problems with poor infrastructure causing a death in a coal mine and a
factory's new water treatment facility failing.
June 6th is Korean Children's Union Foundation Day, a national holiday, often
celebrated by encouraging the young ones to see themselves as
against imperliasm.

heroic fighters

While the nation exalts young children as the future, rampant

abuse continues, not only with child-labor but sexual abuse and the trafficking of
young girls as well.
There is so much that needs prayer, it may seem difficult to know where to begin.
However, do pray for North Korea.

It is grea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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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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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ver of Life School
A couple of special activities for our school this past month were a visit from
another small Christian School and a day-long event dedicated to the Biblical
Jubilee and how it can be applied in our modern economy.

Sixth and seventh

graders (Elementary 6 and Middle 1) from the Daniel Academy in Suwon came for
three days with our school. It was a special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to be
older brothers and sisters.
are very proud of them.

They also led worship completely by themselves. We

Feedback from the visiting school was that teachers and

students were all encouraged and blessed.

Thank you, Lord.

The Jubilee day was

also well received. Our students are gaining an appreciation for the type of Biblical
economics

that

Fr.

Archer

Torrey

taught

and

that

Jesus

Abbey

has

been

promoting.
We are half what through the first semester and are beginning to think about
second.

Jesus Abbey's new River of Life School committee is gaining a deeper

understand of how the Abbey can best support the school.

Committee members

are also sharing good ideas for the future, next semester and beyond.
Please keep us all in your prayers as we continue to seek God's purpose for the
School.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Last month, I announced that we were about to start moving earth for Community
Village.

Already the construction area is beginning to shape up.

hard work going on.

There's a lot of

The next big task is for us to finalize are design

modifications for the Community Village buildings so that will accommodate our
new needs. In addition to being a new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it will
be, as I mentioned last month, a place for those who can presently go into North
Korea (a lot of people from parts of the world other tha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o prepare by studying Korean, learning about North Korea and
living together. We also want it to be a place of healing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and bringing reconciliation and to be a place to enable synergies
as people from different groups come to work together and connect with others
elsewhere for the mission to North Korea.
Thank you!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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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