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 뉴스레터

사랑하는 여러분께

북한의 상황
지난 한달간 외교전방은 꽤 조용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김정은과 러시아블라디미
르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식과 작게는 사람들
의 눈길을 끌려는 의도가 보인 반면 회담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핵에 관한 논의는
결론을 보지 못했지만, 무역제재의 파장이 커서 북한의 공식미디어는 주체의 기본전제인 자립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사상으로 인해 평양의 몇몇 지역시민들이 전기를 하루 1시간만사용할 수 있고 석탄 공
급은 줄고 있습니다. 전기뿐 아니라 수도 경제가 대부분 하락세를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다 사병들이 장교들과 싸움하는 일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대는 군인가족의 고충을 줄
이고 전역 군인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중노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무리의 여성들이
거름을 훔치고 판 죄목으로체포되는 일도 있었으며 또한 북한 정부는 금지된 남한 드라마나
기타 동영상을 시청하는시민들을 더욱 엄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과 함께, 정말 큰 어려움은 중국과 타지역에서 번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인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미 북한에 들어왔고 주민들은 이 병에 감염되어 죽은 돼지의 고기
를 빨리 팔아 치우려 하기 때문에 검역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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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강 학교
지난 달, 우리 학생들이 대구 컴백투어에서 자원봉사자로 섬길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 25일 대구는 다소 춥고 이슬비 내리는 날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모든 공연을 아주
즐겁게 관람하고 심지어는 잘 알려진 힙합 아티스트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 하지
만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 며칠간 여행하며 고된 일정
으로 일한 컴백투어 전임사역자들에게 이 학생들이 신선함과 생명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
몇몇 사역자들은 저희 학생들이 천진난만한 마음과 기꺼이 일을 도우려는 자세로 나타났을 때
실망스러운 환경이 주는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 학생들이 이 특별
한 전도 프로그램을 돕고 그들과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뻤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알려드린 대로, 저희 학교는 등록금이 줄고 주
요 후원이 끊어지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에 있어 균형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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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저희 교사들과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원이 생기길 기도해주십시오. 교
장(리즈 토레이)과 교사들은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헌신을 향유하면서도, 자신들의 능
력을 넘어서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원 회원들이 이 학교에 더 깊은 헌
신을 하고 있어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앞으로 이 학교가 어떻게 전진해 나갈지에 대해 함께 분별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몇 번 더
가지고자 합니다.

네 번째강 계획과 삼수령 센터
이제 공동체마을 토목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로와 건축부지를 위해 땅을 파는 첫 단계
를 시작하기 위해 한 토목 회사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논해 오고 있습니다 . 장마가 시작
되기 전인 6월말까지 이 첫 단계를 완성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이 단계를 시작
해서 이 부분이 완성되면 다음 단계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믿음
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길이 열린 것 같이(수3:13), 저희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불확
실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새 건축설계작업이 남아 있
어도 일단 땅을 파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 준비해오면서, 10여년 전에 세운 계획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뀌었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욱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해에는 원래 받은 인허가를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려면 그동안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일을 진척시킬 수 있
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많은 지혜, 그리고 재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면서,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이 공동체마을이 한국어를 익히면서 북한에 대해 배우
고,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자 준비하는 사람들(북미/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들 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을 위한 장소가 되고자 하는 삼수령센터의 바로 다음
중요한 단계라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의 통일 세대를 키우는 생명의강 학교를 위한 장소가 될
것이며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치유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여러 단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며 연결되는 시너지를 만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 토리 신부
네번째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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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n the North
Things have been fairly quiet on the diplomatic front this past month.

The most

noteworthy event was the summit between Kim Jong Un and Russia's Vladimir
Putin. While there was a lot of friendly posturing and a bit of grandstanding, it
appears that not much was really accomplished.

As nuclear talks seem to be

going nowhere and the impact of sanctions cuts deeper, North Korea's official
media is doubling down on self-reliance, the basic premise of Juche.

It looks like

self-reliance is costing Pyongyang's citizens electricity with only one hour per day
available in parts of the city--coal supplies are dwindling.

It's not just electricity,

the economy of the capital is dwindling in general. In the face of the decline, the
Army is reducing family hardship and other discharges while some soldiers and
officers are getting into brawls. And graft is growing--a group of women were
arrested for stealing and selling manure... The government is also working harder
to crack down on citizens viewing
entertainment.

forbidden South Korean dramas and other

Along with all of this, real hardship is coming in the form of

African Swine Fever spreading in China and elsewhere.

It has entered North

Korea and efforts to quarantine it don't seem to be working well as people try
quickly to sell the meat of pigs that have been struck down by th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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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ioned that our students would be serving as volunteer helpers
for the Daegu Comeback Tour.

It was a chilly, drizzly day in Daegu on the 24th,

but our students thoroughly enjoyed themselves and the performances, not to
mention getting their pictures taken with some very well-known hip hop artists.
However, more important than their enjoying themselves, they brought a breath of
fresh air and life to the full-time staff who had been traveling and working with
the tour for the past few days.

Several people mentioned that, when our students

showed up with their youthful spirit and willingness to work, there was a marked
change in the somewhat discouraging atmosphere.

We are glad that they were

able help out and be a part of this special evangelistic outreach.
Please keep the school in your prayers.

As we have indicated before, we are

operating on a very thin budget as tuitions are down and major donors a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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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r able to support the school.

We are working hard to keep the budget

balanced but it does not make it easy to provide the education that we believe God
wants us to provide.
encouragement.

Pray that our teachers and students find new sources of

The principal (Liz Torrey) and the teachers are working beyond

their capacity even as they are enjoying a new sense of community and
commitment.

At the same time, we are greatly encouraged that the general

membership of Jesus Abbey is making a deeper commitment to the school. They
have appointed a committee to work with us as we discern how best to proceed
forward.

We have had a couple of good meetings for sharing and prayer and

have more scheduled.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We are about to begin moving earth for the Community Village!

I have been

working out the details with our civil engineering company to begin the first phase
of excavation for roads and the construction site.

We are aiming to complete this

phase by the end of June before the rainy season starts.

We are stepping out in

faith that once this part is done, we will be able to continue forward.

Like the

priests of Israel had to place their feet in the waters of the Jordon before the way
opened up (Joshua 3:13), we are going forward even though we don't see quite how
it will all happen. Even though it may seem a bit backwards, we are starting the
earth moving even though we know that there is a lot of new design work to be
done.

As we have been preparing to build, it became clear that the plans made

over ten years ago are no longer feasible, especially as our requirements have
been changing and as we hear from more people who want to come and prepare
to go into the North. We also need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original
project permit this year. As we apply for that, we feel that it is imperative that we
show some progress.

So, you can see that we need a lot of prayer, a lot of

wisdom and the funds to keep moving forward.

Please join with us as we seek the

Lord's guidance and support.
In closing, I would like to remind our readers that Community Village is the next
major phase of the Three Seas Cente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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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ill also be a plac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to
grow in raising up the Unification Generation of South Korea.

It will also be a

place of healing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and bringing reconciliation.
Finally, i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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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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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