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멋진 2016 년을 허락하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역자님들께
1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
Korean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달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2015 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소식은, 토론토 큰빛장로교회
임현수 목사님의 무기노동형 판결입니다. 임 목사님은 거의 1 년 전 정기적으로 하던 북한
방문 중에 억류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에 수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던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억류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2 월에
듣게 된 그의 판결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정은이 캐나다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캐나다 정부는 임목사 석방을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여 임목사님이 석방되기를, 또 목사님이 건강을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임목사님 이외에도 억류된 크리스천 리더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캐나다인 케빈 게럿과
줄리아 게럿은 중국의 단둥 지역에서 2014 년 9 월 국가 기밀 유출을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줄리아 게럿은 2015 년 초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공식적으로 체포된 적도 없고, 판결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남한의 김정욱 목사님은 무기 노동형을 판결 받았고, 두 명의 다른 목사님김국기 목사, 최춘길 목사-은 지난 5 월 체포되었습니다. 6 월,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올해가 모든 해방의 날이 되기를! 주님,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주소서!
동시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 월 김정은이 아끼는 그룹,
모란봉 악단이 첫 번째 국제공연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공연은 취소되었고, 귀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미감정을 담은 가사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시진핑의 결정에, 북한은 공연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북한 정부는 중국에서 일하는
주재원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명했습니다. 동시에 평양과 지방도시의 수많은 화교들을

불러모아 첩보행위로 체포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근 연구에 북한 정부가 해외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공식)시장경제는 통제와 경쟁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장마당세대”는 이전보다는 당의 기본 방침을 따르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새로운 상점(창광상점)은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엄중한 단속이 계속되지만, 남한
드라마 시청은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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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로 사망했고, 최근 추방당한 최룡해가 김양건 당비서의 장례참석을
위해(장의위원회) 복권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와 남한 정부 모두 김양건 당비서의
사망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중국으로 빠르게 도주할 수 있도록 터널을 몇 개나 만든 리더에게는 이 상황이 꽤나
불안정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떠날 수 없고, 탈주자를 돕는
사람들의 목숨도 그들에게 있지요. 지난 9 월 탈북을 도왔던 다섯 명이 처형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강 학교
방학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쉼과 열매가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새로운 학기는 3 월 2 일에 시작합니다. 아직도 채워야 할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꼭 맞는 사람들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네번째강프로젝트, 삼수령 목장과 센터
새로운 공사를 놓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위한 굴착과 도로공사가 12 월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올해 신축할 첫 번째 주거건물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주거건물이자 24 시간 예배당이 될 두 번째 건물 디자인도 작업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 건물들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다양한 디자인과 건축조건을
고를 때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새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북한과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 받는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네번째강 프로젝트 디렉터
벤 토레이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January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The very disturbing news as we end this year of 2015 is the sentencing of Pastor Hyeon Soo
Lim, pastor of the Great Light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Canada to life
imprisonment at hard labor. Pastor Lim had been detained almost a year ago on a routine
trip to North Korea. He has been to North Korea numerous times and is responsible for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humanitarian aid to the country.The reason for his detention was
a mystery at the time. His sentencing in December was a great blow. The Canadian
government is seeking his release even as Kim Jong Un has lashed out at them. We pray that
they be successful, that the pastor be released soon and that he be in good health.
We are also greatly concerned about a number of other Christian leaders who have been
imprisoned as well. Canadians, Kevin and Julia Garratt, working in Dandong, China were
arrested by Chinese in August 2014 for "stealing state secrets." Julia was released on bail
earlier this year but neither has been formally accused or tried. South Korean pastor, Jeong
Wook Kim,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and two other South Koreans,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were were arrested in May. In June, they were both sentenced to life in
prison.
May this be the year of full release! Lord set all your imprisoned people free!
Meanwhi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grow tenser. In December, Kim Jong
Un's favorite music group, the Moranbong Band, went to Beijing for their first international
performance. Shortly after arriving, they were ordered back home and the performance was
canceled. It seems that the Chinese were sensitive about some anti-American lyrics. When

Chinese President Xi decided not to go, North Korea canceled the show. This was followed
up a few days later by the North ordering all workers in China to return home as well. In
the meantime, large numbers of Chinese residents in Pyongyang and elsewhere have been
rounded up and accused of spying. Life is not easy for any North Koreans living and
working abroad. A recent study by the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describes how North Korea exploits their workers abroad.
Yet, back home, the (informal) market economy does continue on despite efforts to control it
or compete with it. But the people seem to be growing less interested in towing the party
line, especially the "jangmadang generation" and government stores are a
disappointment. In spite of severe crack downs it seems that the taste for South Korean
dramas just cannot be suppressed.
At the top, things do not seem to be very stable with North Korean official, Kim Yang Gon-the man responsible for working on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China--being killed in a
traffic accident (in a country were there are few cars on the road when the officials travel)
and recently exiled Choe Ryong-hae is quickly rehabilitated in order to attend the
funeral. Both China and South Korea see Kim Yang Gon's death as a setback to improving
relations. It certainly seems somewhat precarious for the leader who has had a number of
escape tunnels created to enable him to make a quick exit to China should things heat up.
Of course, no one else is allowed to leave and those who help defectors take their lives in
their hands. The news of the execution of five persons back in September has just come out.

The River of Life School
It's vacation time! Pray for our students and faculty to have a restful and fruitful
vacation. The new school year begins on March 2nd. We have several teaching positions to
fill for the coming year. Please join us in praying that the Lord bring the right people to fill
these positions.

The Fourth River Project, Three Seas Ranch and Center
We continue forward with our new construction work. Excavation for the new buildings and
some road work continued in December. We are finalizing the detailed blueprints for one
residential building to be completed this year. We are also working on the design for the
second residential building and for our 24-hour prayer chapel. Please pray with us that the
Lord provide all that is needed to complete these buildings quickly and for guidance as we
consider various design and construction options.

We look forward to this new year and all that God will do in it. We trust that it will be a
very good year for all of you. And, we continue to pray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as well as those suffering for the Name of Jesus Christ around the world.
In that preciou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2 월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
Korean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어도비 아크로뱃리더를 다운받으세요.
(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세요.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북한 정권은 계속 미국인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1 월에는 미국교포인 김동철 목사님과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 오토 왐비어의 체포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동철 목사님은 최근의 패턴(북한
주민들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한 이들을 스파이로 간주하여 체포)과 비슷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반면, 왐비어는 중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여행하던 평범한 여행자였으나 몇 가지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쨌든, 왐비어 역시 미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행위를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응 때문에 일어난 일로 추정됩니다.
압제와 두려움이 늘어가고, 이로 인해 북한의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법을
계속 바꾸는 동안 핵심권력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정권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미국 영화 DVD 를 시청한 15 명의 청소년들을 재판한 것은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입시키려는 노력하는 본보기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난 9 월 3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처해진 처형에 잇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점점 더 반미 선전에 더욱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소식은 최근 일어난 북한 핵실험일 것입니다.-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번 실험은 다시 한번, 북한이
내부선전 또는 외부 선전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를 놓고 갈팡질팡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브스의 재미있는 논평을 링크(영문)해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실 핵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이번 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준비해온 것들을 제재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재(미국의 대북제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이 제재안으로 주요한 인도적 지원의 길이
막히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 위원회가 조금 더 균형 잡힌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대북 국가위원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유용한 리포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링크, 영문)
남한이 대북방송을 재개하였고, (대북방송 그 자체보다는 대북방송을 무마하려는 북한당국의 노력
때문에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북한은 대남전단지로 복수함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북한의 다음 세대들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시장과
전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비웃거나, 이면을 보고 싶어 여기저기를 찔러볼
때에도 말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강추위가 나라에 불어 닥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삼지연 철도 등의 신축을 강행하고 있고, 죽음과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강 학교
개학이 한 달 남았습니다. 2 월의 마지막 주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학생, 부모, 교직원)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작년 세미나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올해의 세미나는 작년보다 더 좋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또 한 가지 기도제목은 역사와 과학선생님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네번째강 계획, 삼수령 목장과 센터
삼수령에서의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지하게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려 할 때
적들이 막아서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선 거주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건물 두 개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진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우리의 건축허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위태롭게 하는 내부적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지금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삼수령 센터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프로젝트 추진위원장
벤 토레이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February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s to imprison Americans. January saw news about two
men, Korean-American Pastor Kim Dong Chul and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Pastor Kim Dong Chul's arrest follows a recent pattern of Christian's reaching ou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provide them with food and clothing being arrested as
American spies. Warmbier, on the other hand, was simply on a tour to North Korea through
a Chinese tourist agency and apparently may have made some foolish mistakes. In any case,
he is also accused of spying for the US Government. These arrests may well be in reaction
to America's response to the North's recent nuclear test.
This is taking place in an atmosphere of increasing fear and oppression, bringing greater
instability in the North. Kim Jong Un continues to change the rules while his inner circle
shrinks and the regime becomes more deeply divided. Examples of the government's effort
to instill fear include the public trial of 15 young teenagers for watching American films on
DVDs from China. This follows the execution last September of three North Koreans for a
similar offense. At the same time, the North is getting more aggressive with its anti-American
propaganda.
Of course, one of the things uppermost in everyone's mind is the North's recent nuclear
test--claimed to be a hydrogen bomb but skepticism is strong. The test also demonstrates,
once again, the North's conflicted ideas about what is good for propaganda--internally and
externally--and its own economic good. Here are some interesting comments from
Forbes. This latest test is sure to bring sanctions for which the North is already
preparing even though most people in the country "don't care" about the bomb, one way or
the other. While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sanctions, we pray that they not prevent
important humanitarian work. A recently proposed bill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ould do just that. We are glad that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eems to be
taking a more balanced approach.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is providing
useful reporting on this situation. Christian Friends of Korea also explains their
concerns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tmosphere continues to heat up as South
Korea has re-started propaganda loudspeaker broadcasts into the North (about which the

people are learning more from the North's counter efforts than the broadcasts themselves)
and the North is retaliating with insulting leaflet barrages.
In the midst of all this, the next generation cares less about politics and more about money
(markets and electronics), while tourists continue to snicker even as they poke around and try
to see beyond the facade.
On a more personal level, bitter cold has stunned the nation and caused a great deal of
suffering. And, yet another of the government's over-pressured, rushed construction efforts,
the Samjiyon rail line, has brought ongoing death and tragedy.
All in all, a great deal to be praying about...

The River of Life School
School starts up again in one month! During the last week of February, we will be having
our second annual all school (students, parents, faculty) spiritual seminar to prepare for the
new school year and build deeper bonds of community. Last year's seminar was a great
success. Pray with us that this year's be even better.
The other major prayer concern is for the new teachers needed this year in history and
science. Pray that the Lord send along the right persons.

The Fourth River Project, Three Seas Ranch and Center
As we have begun our new construction at the Three Seas, we have run into some
opposition. I ask everyone to pray earnestly that the Enemy not be able to block our
efforts to carry out the vision that God has given us. There is much to do but we are
focusing now on two residential buildings and a prayer house for ongoing prayer. The
Forestry Department has chosen this time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revoking our permits
for lack of progress. We are also working through some internal concerns that may
jeopardize this effort. We really need a lot of prayer right now. Pray that the Three Seas
Center construction and all that is connected with that proceed forward without any
opposition.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ongoing support.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3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영문)
Korean(국문)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달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지난 2 월에는 몇 건의 미사일 발사(북한 측에서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등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의 총참모장 리영길의
처형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관리직이 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처형으로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반응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 처형이 있기 이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그 자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인 북한
노동자들과 남한의 중소기업체들이지요. 그 이후 북한 정부는 내부적으로 선전공세를 늘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무시하고 있으며, 7 차 전당대회를 위해 (생산량 확보를 위한 속도전의
일환인;역주) “70 일 전투” 등으로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탄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남한에서는 다른 무역을
차단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6 자 회담이 아닌, 북한을 뺀 5 자 회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치문제를 뒤로하고,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결핵치료제와 B 형 간염치료제를 보급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로잔 운동이 북한 협의회(North Korea Consultation, 지난 달 CA 파사데나
프론티어 벤쳐스 센터에서 개최, 그 전에는 월드미션 미국센터에서 개최하였던 협의회)와 함께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로잔 운동은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북한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북한의 미래를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계
교회의 인식을 높여갈 것입니다.(이는 네번째강 프로젝트의 초점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더욱 격려 받고, 복을 누리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강 학교

3 월 2 일,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모두가 흥분했지요. 과학선생님과 역사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드린 바 있는데, 두 과목의 선생님 없이 시작하는 대신 올해를 위한 교과과정을 조정하여
준비했습니다. 생명의강 학교에 역사선생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과학선생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원에서 2016 년 생명의강 학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YWAM 팀은 저희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이끌어주었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과
예수원식구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 삼수령 목장과 센터
지난 달, 저는 삼수령 센터 건축에 대한 영적인 공격을 위해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점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전진할 것이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한 2 월에는 몇 건의 주요한 기부금이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
더욱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기에 기도를 접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본부장
벤토레이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March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There is quite a bit of turmoil in North Korea as February included several missile
launches following the claimed, but strongly doubted, detonation of a hydrogen bomb as
reported here last month. The next big shock to come was the execution of army chief of
staff, Ri Yong Gil. In the North,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angerous to hold high
office. This latest execution may well generate some strong responses domestically. All of
this was followed by South Korea closing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response

to the North's missile launches and the North retaliating by freezing what assets it could. Of
course it is the "little people", the NK workers and the small to medium SK firms that bear
the brunt of this. Here is some analysis of the situation. This, too, is causing increasing unrest
in the North. The government's typical domestic response to all of these events is increasing
propaganda that increasingly falls on deaf ears and calling for greater sacrifice such as the
"70 Day Battle" leading up to 7th Party Congress in May.
Internationally, North Korea is facing more difficulty as well as China cuts down on coal and
other purchases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calls for
reconvening the Six Party Talks with just 5 parties, excluding North Korea.
Turning away from politics, we are glad at the progress being made by Christian Friends of
Korea in dealing with both the multiple drug resistant (MDR) tuberculosis and the hepatitis B
crises. Another bright spot is that the Lausanne Movement is turning its focus to North
Korea with a North Korea Consultation that was held at the Frontier Ventures Center
(formerly US Center for World Missions) in Pasadena, CA last month. With this focus, the
Movement will be raising awareness within the Global Church about North Korea, how
people can minister there now--despite all the negative news--and how to prepare properly
for the future (our main focus here at The Fourth River Project). I look forward to seeing
good fruit from this effort.
So, as we pray for all the problems, we also thank God for what He is doing and for all of His
faithful people working on the ground. We also pray that they be encouraged, blessed,
protected and used by God for his Kingdom.

The River of Life School
School starts on Wednesday, March 2nd! Everyone is excited. Last month we mentioned
that we needed history and science teachers. We are starting the year without them but
have adjusted and worked out a program that will do fine for this year. We expect to get
our history teacher back in the future and are trusting God to provide Science next year
when it will be needed.
We just had a wonderful spiritual conference at Jesus Abbey preparing for this new
year. Parents, students, faculty and Abbey folks were all blessed by the ministry of a
wonderful YWAM team who came and challenged us to deeper levels of love for God and
for one another.

The Fourth River Project, Three Seas Ranch and Center

Last month, I called for prayers to combat spiritual opposition that we were experiencing in
relation to the new construction work on the Center. It's not all over yet but I have growing
confidence that we will progress forward even better for the struggle. We are also greatly
encouraged by a couple of major contributions that were given for the Center construction in
February. Thank you, Lord! However, we must not slack up in our prayers for the Enemy is
hanging around like a prowling lion... Do keep praying for us.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4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
Korean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달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최근 한반도는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으며, 남한과 러시아 등등의
나라들도 역시 북한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넘칩니다. 북한의 북쪽 접경
국가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매해 있어왔던 한미 연합 군사작전이 진행
되었습니다. 올해의 군사작전은 사상 최고 규모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작전에 대해
분노로 대응하는 수위를 매해 점점 높여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대북 제재
안의 실행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70 일 전투”를 위해 모두에게 허리띠를
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당대회는 60 세 이상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물론, 돈 있는 자들은 전투에 참석할 필요가 없지요.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북한에
밀가루 및 다른 물품 수송 허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양절(4 월 15 일, 김일성 생일)
준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자가 부족해지겠지요. 그러나 청소년들의 군 모집인원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군요(뇌물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말입니다)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관리층의 경우 자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최근 있었던
북한의 2 인자 최룡해의 숙청은 아들의 티비시청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자니, 철 없는 장난으로 15 년 노동형을 선고 받은 오토 왐비어와 그의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기도해주십시오.
김정은은 주춤거리고 있는 핵심계층들로 하여금 전열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그들을 위해
몇 년 전에 지어둔 미래상점에 정기시찰을 다녔습니다.
척추재활 센터 건립으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들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조이
윤(Joy Yoon)은 4 월 10 일 척추 재활 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10 키로 레이스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조이와 함께 달리기(Run with Joy)”에
클릭해주십시오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곳(영문)을

생명의강 학교
새 학기를 시작하여 바다로 현장학습을 다녀왔고, 첫 패밀리데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성목요일
유월절예식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행사로 정착했습니다. 올해는 항상 “부모” 역할을 하곤 했던
벤과 리즈 토레이가 미국에 있었지만, 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며 태백
교육청에서 사용을 불허했던 학교 건물 한 동의 사용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건물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표현했고, 또한 생명의강 학교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달 교육청 직원이 방문하여 저희가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학생들, 부모님들과 교직원이 모여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사람들이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이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네번째강 프로젝트, 삼수령 목장과 센터
건물 세 동의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축소한 계획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작은 계획은 독신자와 몇 가정을 위한 거주동과 24/7
기도를 위한 기도실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0 월, 저희는 축성하고, 집 짓기를 위해 땅을
파는 작업을 한 후 한파로 작업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작업을 재개했고, 올 여름 첫 건물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 완공을 위해 아직 재정이 다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두 달 동안 주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생명의강 학교
직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회원 몇 분들과 함께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 큰 계획들-학교건물과 북한 개방을 준비하는 훈련센터-을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타이밍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큰 공지가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소식지에 공지를 전부
싣고 싶었지만, 몇 가지 더 확정되야 할 사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
중보기도 성지순례를 떠나려 합니다. 벤과 리즈는 몇몇 분들을 모시고 10 일간의 일정을 떠나
이스라엘 땅과 한반도의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하고, 성지도 둘러보려 합니다. 탁월한 여행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공식 베스트 가이드 중 한 분이 함께 합니다- 믿음이 깊은 분이며,
제게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중보 기도자들, 예수원 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세계획이 잡히면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기도와 넉넉한 지원으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본부장
벤토레이

The Situation in the North
Things are pretty tense these day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ws is full of dir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just as dire warnings from the South and elsewhere including Russia. It's not an
easy situation for North Korea's northern neighbor. Currently, the annual Foal Eagle war exercises
are going on with the U.S. and South Korea training together. This year's are the biggest
ever. Every year, North Korea escalates the anger of their response. This year is no exception. In
the face of all this, pundits continue to try to figure out what Kim Jong Un really wants. The new
sanctions put in place against North Korea are also giving the leader an excuse to tell everyone to
tighten their belts even as he launches a new "70 Day Battle" leading up to the next big party
Congress, which by the way, is only going to be for the young--60 years old and older not invited.
Of course, those with money need not join the Battle. At the same time, China--North Korea's
strongest ally so far--is also cutting back--on flour shipments among other things. This will have
an impact on Great Sun Day celebrations--April 15, Kim Il Sung's birthday. Pastry shortage. But
there is no shortage of teenagers to be recruited into the army (or buy your way out). It also
seems that kids can get even the most highly placed parents in trouble as number 2 top official,
Choe Ryong Hae was purged for his son's TV viewing habits.

Speaking of kids, our hearts go out to Otto Warmbier and his family as he is sentenced to 15
years at hard labor for a college prank. Pray for them.

Meanwhile, Kim Jong Un continues his regular inspection tours, recently taking in the Mirae
(Future) Shop in Pyongyang set up a few years ago for the elite--whom Kim is also calling into
line to shore up those who might be wavering.

Still, we give thanks to the Lord for the good things that are happening as well such as progress
on the Spine Research Center in Pyongyang, the children that are being treated there and the
doctors being trained. Joy Yoon, who lives in Pyongyang with her family, is running in the annual
10k race on April 10 to raise money for the research center. Click here if you want to know
more--"Run with Joy."

The River of Life School
The new school year has gotten off to a good start with a nice field trip to the ocean and a good
first Family Day. The annual Maundy Thursday Passover Seder is now a well-established
celebration that the students look forward to. This year it went fine even though Liz and Ben

Torrey--who usually function as the "parents" for the Seder were not there--being in the U.S. We
are also very pleased to hear from the Taebaek Department of Education--from whom we rent
the school facilities--that they have given us permission to continue using one building. Last year,
they had determined that it needed to be torn down. We pointed out how the way we were
using it was not a problem--and that we need the space. Last month, they came back and told
us we could continue to use it as long as we wanted. Thank you, Lord!

Every Tuesday night, students, parents and faculty meet for prayer. Join us in praying that these
prayer meetings be well attended and a time of drawing closer to God and to one another.

The Fourth River Project, Three Seas Ranch and Center
Construction is under way again at the Three Seas on the first of three new buildings. You may
remember that last year we received permission to begin construction on a much reduced overall
plan for the Three Seas Center. This smaller plan is for two residential buildings to house a few
families and singles as well as a prayer room to be available 24/7. In October, we had our ground
blessing and were able to excavate for the foundations on the first building before we had to
stop for the winter. Now we have started again and hope to see the first building completed this
summer. We are still short some of the funds to finish this building so we encourage all of you
to pray that the Lord will bring in what is needed in the next two months. We are looking
forward to some of our River of Life School teachers being able to move in and begin living
together in community with some of our other members.

We are still looking forward to the Lord enabling us to move forward with the greater plan--a
new home for the School and a full training center as a place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Keep praying with us for that as well. We know the timing is in His hands.

Exciting plans! Keep your eyes open for a big announcement. I had hoped to have all the
details worked out by now but there are still a couple things to finalize. However... We are
planning an Intercessory Prayer Pilgrimage to the Holy Land for this December. Ben and Liz will
be taking a number of people on a ten-day tour to see the Holy Land and to pray for healing of
both the land of Korea and the land of Israel.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n
excellent tour (we have one of the best official guides--a strong Believer and a good, good friend)
along with people who are intercessors, including some from Jesus Abbey. Once we finalize the
details, I will send out a special announcement. Look for it.

And, as always, thank you for your faithful prayer and generous support.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5 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영문 English
국문 Korean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어도비 리더를 다운받으세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첨부파일로 받는 게 편하신 분들은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세요.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북한은 최근 또 한 명의 외국인을 중노동형으로 선고했습니다. 김동출씨는 목사이며, 사업가로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사람입니다. 그는 수년간 라진시에서 사업을 하며,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왔으며, 지난 10 월 라진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표면상으로는 미국 스파이
혐의로 10 년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동출 목사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인 케빈 게럿(단동),
남한의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목사,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
오토 웜비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북한은 최근 7 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아주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당대회는 1980 년에 있었던 6 차 당대회였습니다. 대북 제재안으로 인해 국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호화로운 행사가 필요했기에 북한 정부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상납을 더 받고, 임금을 강탈하고, 근무시간은 늘리는 등)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핵실험이 더욱 늘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전략과, 나아갈 길에 대해 분석해놓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3 명의 북한 식당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은 7 차 당대회로 인한 압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의 유괴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북한 식당은 현재 문을 닫았으나, 정부는 남은 직원들을 통해 탈북한
이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탈북직원들이 남한에 도착하고 3 일 후, 북한 정보국 대령이 귀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이뤄가고 있고, 군사적
준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남한 드라마를 계속
“흡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태양의 후예”로,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인기를 얻은
드라마로, 남한 군 소령과 여의사의 사랑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도 엄청난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강 학교
학교는 보고할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학생, 교직원,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바라고 있는 것은, 이 학생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을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번째강 계획
이번 달에는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와 기도 가운데, 저희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노동학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6 년에는
노동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삼수령에는 두 개의 건물이 건설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다른 몇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수령목장과 센터
진전이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현재 두 개의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건축은 목장 식구들을 위한 세 번째 집입니다. 몇 년 전, 삼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건이지요. 건물 두 개는 몇 년 전에 이미 지을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
번째는 이제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수령 공동체의 숙소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장에서는 아직도 컨테이너를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리즈가 처음 이곳에 살았던 그
집입니다.)
새로운 실로암은 지난 3 월 눈 속에서 건축을
시작했고,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실로암은 파스칼
형제와 루하 자매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왼쪽
사진 속 포크레인 옆에 서있는 파스칼 형제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을 찍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거의 건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새로운 실로암 뒤로 옛 실로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건축은 삼수령 목장
인접지역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오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뜻밖의 수확에 감사
드립니다.
삼수령 센터 1 단계 건축은 조금 더 큰
공사인데요, 지난 가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곧
따로이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한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큰 희생/헌신을 하신 분들도 계심을 압니다. 감사 드립니다. 올
여름까지 1 단계 건축을 마치고, 또 더 나중에는 삼수령 센터가 완공되는 것을 주께서
지켜보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번째강 프로젝트 디렉터
벤 토레이

Situation in the North
North Korea has yet again sentenced another foreigner to hard labor in prison. Dong-chul Kim,
formerly of Fairfax, VA, a bi-vocational pastor businessman, was arrested last October in Rajin City
where he had been doing business for a number of years and providing assistance to North
Koreans. He has just been sentenced to 10 years at hard labor ostensibly as a U.S. spy. We
continue to pray for his release along with others whom we have been remembering. The list is
long: Canadian Kevin Garratt, in Dandong, China; South Korean pastors Jeong Wook Kim,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Canadian pastor Hyeon Soo Lim and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Keep them in your prayers.

This is a particularly tense time in North Korea as everyone is preparing for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The last one was the 6th Congress in 1980. In the face of tighter sanctions, increasing
international pressure and the need for staging extravaganzas, the government is doing
everything it can to scrape together funds, including extortion and taking more of people's wages,
along with increasing work hours. This congress is very important to Kim Jong Un and will be a
time of major announcements. His recent increased activity on the nuclear weapons front is also
part of this. Here is an interesting analysis of his strategy and what he needs to accomplish.
All of the pressure leading up to 7th Congres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decision by 13 North
Korea restaurant workers in China defecting to South Korea last month. This event has drawn a
strong reaction from the North claiming that it was an abduction staged by the South. While the
restaurant is now closed, the government has been using the remaining workers to call the
defectors back. Three days after the workers arrived in South Korea yet another embarrassing
defection--that of a colonel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was announced. In
spite of all of this, Kim Jong Un manages to do pretty much what he wants and has taken to
showing off his military preparations. In the mean time, the North Korean people continue to
soak up South Korean TV dramas--despite great danger. the most popular one is "Descendants
of the Sun", hugely popular throughout East Asia, about a young South Korean army captain and
a pretty young woman doctor. It is breaking download records in the North.

The River of Life School
School continues on smoothly without a lot to report. Please continue to hold the school
community--students, faculty and families--in your prayers. Our constant desire is for our
students to grow more and more into the young men and women that God created them to

be. We want everyone to continue drawing closer together, loving one another and caring for
the world in which God has placed us all.

The Fourth River Project,
We have a bit of disappointing news this month. A lot of prayer and discussion went into a
difficult decision that we have had to make. We have determined that doing a summer labor
school program is beyond our capacity this year. So, no 2016 labor school. With two
construction projects underway at the Three Seas (see below) and some other situations we have
to focus elsewhere for now. We do hope to run a full program next summer.

However, if you were checking your in-box lately, you will have seen our big
announcement! Come join us on our Intercessory Pilgrimage to the Holy Land in December.
Click

here for all the exciting information.

We do hope you will join us!

Three Seas Ranch and Center
Progress! We have really begun the construction and are moving forward steadily. We actually
have two separate projects going at the moment. The first is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and
final residence for the Ranch family. Several years ago, we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Forestry
Dept. to build three residences for our Ranch workers. We were able to build the first two early
on but,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third one has had to wait until now. This will mean that
almost all of our Three Seas Ranch community will be out of "temporary" housing. (We are still
using the container house that Liz and I lived in for several years when we first came.)
Construction on the new Siloam began in the snow in March and is now almost
complete. Siloam will be home to Brother Paschal and Sister Ruha with their family. You see
him beside the excavator in the picture on the left. Now, just over a month later, we are almost
done. You can see the edge of the old Siloam to the left of the new. It will come down when
New Siloam House is complete and the family can move in. This project has been financed
through compensation that the ranch received because of the construction of wind turbines
adjacent to our land. We are grateful for this windfall.
The bigger construction project, the first phase of the Three Seas Center, that we started last fall
is also going along well. I will be sending out a separate report soon. We want to express deep
appreciation to the many people who have contributed to make this a reality. Some of you have
made great sacrifices for this work. Thank you! We are confident that the Lord will see this
through to the completion of this first phase this summer and then the rest of the Center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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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6 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 (영문)
Korean (국문)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애크로뱃리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첨부파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세요.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북한과 중국에 억류되어있는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특히, 중국 단동의 케빈 게럿과
북한의 임현수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한국인인 김정욱 목사, 김국기목사, 최춘길 목사,
그리고 미국인 김동출 목사와 버지니아 대학 학생인 오토 왐비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제 7 차 당대회가 폐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담한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바랬지만, 그저 화려한 정치적 파티를 위한 기회에 불과했으며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를

굳히고,

예전부터

해왔던

해묵은

이야기들을

강조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군보다 당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외에는
사실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병진노선”을 강조하며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모두 강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그다지 새로운 선언이 아니며 도리어 이런 구호(슬로건)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는 더욱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이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생계를 꾸리는데 신경을 쓸 뿐, 더 이상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자 속도전을 위한 “70 일 전투”가 있었기에, 사실 발전소 누수와
같은 사건은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대회가 끝났지만, 주민들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내기 전투”에 불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당대회 직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격분한 김정은은 남한 정부로 연락하여 그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탈북을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에는 복음전도자로 탈북자들을 돕던 한충렬 목사님을 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한충렬 목사님, 이 겸손한 분께 바치는 글을 링크해드립니다. 지도층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당 종업원들 몇 명이 추가로 탈북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BBC 기자가 북한에서 10 시간 동안 구금되어 심문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사를
링크(영문)해드립니다. 김정은의 이모와 숙부가 1998 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은을 스위스로 데려간 이후, 이 부부는 중산층 미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사를 링크(영문)해드립니다.

생명의강 학교
현재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삼수령의 건축 소식입니다. 삼수령 센터에 지어질 첫 번째 건물은
교사들을 위한 거주동입니다. 몇 달 후, 누가 그 곳에서 실제로 살게 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건축이 계속 진행되어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한달 정도 후에 1 학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7 월부터 방학입니다. 남은 몇 주간 동안 학생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네번째강 프로젝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따뜻한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당면한 중요한 건축 단계가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6 월 초 상하이에서 국제비즈니스연맹 리더십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 통일을 위해 비즈니스 분야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고 의뢰
받았습니다. 아내인 리즈와 저는 7 월이면 안식년을 마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십시오. 12 월에 중보기도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면

클릭해주세요.

당신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삼수령목장
삼수령의 세번째 신축공사인, 실로암 공사도 순적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파스칼 형제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마지막 단계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때때로 거의 다 왔는데, 발목을 잡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파스칼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스칼 형제가 공사 중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홀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스칼 형제를 돕던 이들도
다른 일을 해야 해서, 목장 자매들 몇 사람이 마무리 공사의 빈자리를 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곧 마쳐야 합니다. 저희를 놀랄 만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위원장
벤 토레이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May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We continue to lift up in our prayers those who are in prison in China and North
Korea. Specifically, we remember Canadians Kevin Garratt in Dandong, China and Pastor Hyeon
Soo Lim in North Korea. We also remember South Korean pastors Jeong Wook Kim,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and Americans, Pastor Dong-chul Kim, and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Pray with us that they be released to their homes and families soon.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has come and gone. Many had hoped that it would be a time
of announcing some bold new steps leading to peace and stability but it turned out to be little
more than an opportunity for political pageantry, solidifying Kim Jong Un's rule and emphasizing
all the old themes. There was nothing really new except that Kim Jong Un is now officially the
Korean Workers Party Chairman signifying a move away from the military emphasis and towards
the Party. He also strongly proclaimed the "byeongjin line" or dual policy emphasizing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oblem is that this also is really nothing new but the
rhetoric could well deepen the disillusionment inside the country. Despite all the accompanying
propaganda efforts, the people themselves are more concerned with making a living and less
concerned about the politics.

Leading up to the Congress was the "70 Day Battle" to build with great speed--with predictable
results such as the leaking of a power plant damn. Even with the Congress over there is still no
chance to rest. The call now is to the "Rice-planting Battle."

Shortly before the Congress, as we reported last month, a group of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in China defected to South Korea. This enraged Kim Jong Un who called for South Korea
to release them and for a wide crack down that included the murder of Chinese-Korean pastor,
Han Chung-Ryeol, for his aiding NK refugees in China and sending them back as

evangelists. Here is a moving tribute to this humble man. Even as the rulership cracks down,
more restaurant workers are fleeing to South Korea.

And, by the way, a BBC news reporter was detained and interrogated for 10 hours. Here's his
report. Also, did you know that Kim Jong Un's aunt and uncle (his mother's sister) have been
living in the US since 1998? After caring for Kim Jong Un as a boy in Switzerland, they have now
become middle class Americans! Here is their story.

The River of Life School
The most exciting news at the moment is the progress on construction at the Three Seas. This
first building of the Three Seas Center will be used as housing for some of our teachers. We'll be
making decisions later in the year as to who will actually be living there. In the mean time, we
are thankful for the progress. The students have one more full month of school before the end
of first semester and summer vacation in July. Pray with us that they all do well these last few
weeks.

The Fourth River Project,
As we mentioned above, we are excited about the construction going on. I sent out a special
report on this recently that generated many warm responses. Thank you all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We continue to pray that this initial stage of construction finish up well this summer.

I will be presenting a paper at the 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 annual leadership conference in
Shanghai early in June. I have been asked to speak on how businesses should prepare for after
Korean unification. My wife Liz and I will be returning to Korea from our sabbatical in the US in
July. Please keep us in your prayers as we wind up things in the States and with all of our travel.

And remember... We are going on an Intercessory Pilgrimage to the Holy Land in December! Click

here for all the exciting information.

We do hope you will join us!

Three Seas Ranch
You will remember that work has been progressing well on Siloam, the third and final housing
unit planned for the Ranch. Brother Paschal has been pushing forward. Pray that the final steps
be completed in good order. It just seems some times that it is the last minute things that bog
you down. We lift up Brother Paschal in our prayers. He fell from the roof not long ago but,
fortunately, was not injured seriously. Still, it was enough to keep him from doing the work
himself for a while. Some of his helpers also had to leave the project but several of the women

at the Ranch kicked in to make up the gap. Everything should be finishing up soon. Do pray
that there won't be any new surprises. Thank you.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8 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 영문
Korean 국문
위의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어도비 리더(무료)를 다운
받으세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기도달력 파일을 메일로 받기 원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연례 행사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 중에 있고, 대북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의 이름이
올라갔으며, 북한의 반미 선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한중일 간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북한을 지원하던 시절로
돌아가,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심한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 군인 몇 명이 공격을
당했고, 또 군인 한 명이 탈북하는 일이 있었으며, 북한 정부는 외부와 통화하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보원을 더욱 포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탈북자 고현철을 체포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현철이 체포된
이유는) 남한의 국가정보원의 명령에 따라 북한 고아들을 납치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으로 남한은 도리어 (고현철을 포함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늘어가는 김정은의 선전활동과 전투동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심히 겪고 있었던 량강도의 한 여인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간부의 자제들과 일부 대학생들은 의무행사를 돈을 주고 빠지는 등
정부의 전투 동원과 선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을 접해 본 이들은
정부가 공표하는 역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끝으로 이끌었던
인천상륙을 영화로 그린 “인천상륙작전”(한국영화)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그린 북한의 선전영화 “월미도”와 비교해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회의론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제작 하였다고 하는 “묘향”이라는 태블릿 PC 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것이 중국산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중입니다. 북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든 (북한의)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모순이지요…
계속 기도해주세요.

옥중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중국 단동에 억류되어있는 캐나다인 케빈 게럿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임현수 목사를
기억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최근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분이 영적으로는 잘 지내고 계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남한
목사님들-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목사-도 기억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이
목사님들과 미국의 김동출 목사님, 버지니아 대학학생 오토 왐비어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풀려나 가족과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생명의강 학교
여름방학이 끝나갑니다! 2 학기는 8 월 17 일에 시작됩니다. 학교 공동체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생명의강 학교가 학생들, 교사들, 직원들이 강하게 연합한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학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통일세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며,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소서.

네번째강 계획
지난 달, 저는 저와 리즈가 7 월 12 일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6 월 중순에 저희는 시골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때 제가
고라니 진드기(deer tick)에 물린 듯 합니다. 저는 독감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미국의
집으로) 돌아왔고, 폐렴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저는 라임병에 걸린 것이었으며, 이 병은 진드기에 물렸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3 일 후 퇴원했고, 3 주간 강한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며, 이제는 훨씬 나아진
상태입니다. 빨리 발견하게 되어 경과가 악화되지 않은 듯 합니다만, 아직도 기운을
완전히 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8 월말 경에나 한국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꽤 많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심을 알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획에 없었던” 날들로 인해 리즈와 저는 귀한 시간을
평온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해주세요! 12 월에 저희는 중보기도 성지순례를 떠나려 합니다. 이 곳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월 말까지 1/3 을
지불하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따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August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Even as North Korea increases the anti-American rhetoric in response to Kim Jong Un's
being placed on the sanctions list personally and in anticipation of the annual South
Korea and US war-games, there are growing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anti-missal system. The decision was mad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uing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re is concern that China is moving back towards supporting the North and
will renege on the sanctions. China and North Korea took advantage of the recent
ASEAN Regional Forum in Laos to improve relations.
Things have been especially tense along the Chinese border as some guards were
attacked recently and another has defected into China even as the North is calling more
on people to inform on those using Chinese cell phones. The North has also detained a
former defector, Ko Hyon-chul, allegedly for abducting North Korean orphans at the
behest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The South took advantage of this claim to refute it

and others while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the South Koreans currently serving prison
terms in the North.
Meanwhile, the people continue to struggle to cope with Kim Jong Un's increasing
propaganda and labor demands. The struggle was too much for one woman in
Ryanggang Province who committed suicide. Increasingly, government demands and
propaganda are being ignored or mocked by the children of cadres and other college
students who bribe their way out of attendance at mandatory celebrations. They are
losing faith in the official history as they gain greater exposure to foreign media. There
has been great anticipation in the North of the release of the new South Korean
blockbuster, "Operation Chromite" about the Incheon landing that turned the tide in the
Korean war. The film was released on July 27. Viewers in the North are especially
interested to compare it to the North Korean propaganda film, "Wolmido" about the
same event. The skepticism just grows... There is a new "Myohyang" tablet computer
supposedly the product of North Korean expertise. Users have been checking it out and
finding evidence of Chinese manufacture. In other efforts to influence young minds, the
Leader--who has banned smoking in the North--was recently seen smoking during a
school visit. Mixed signals...
Keep praying.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We continue to remember Canadians Kevin Garratt in Dandong, China, and Pastor Hyeon
Soo Lim in North Korea. We rejoice that Pastor Lim has been allowed to have a
Bible. We hear that he is doing well spiritually but that his health is not good. We also
remember South Korean pastors Jeong Wook Kim,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thankful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cent demand for their release; and
Americans, Pastor Dong-chul Kim, and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Pray
with us that they be released to their homes and families soon.

The River of Life School
Well summer break is almost over! School starts up again on August 17th. Please keep
our school community in your prayers. Our ongoing prayer is that The River of Life
School be a truly blessed community of learning with strong bonding among students,
parents and faculty. May the Lord use our little school to prepare the Unification

Generation and lead our young people into ever deeper relationships with Him and that
they receive an excellent education.

The Fourth River Project,
Last month, I said that Liz and I would be returning to Korea on July 12th. Well, we
didn't make it. We had taken some time in the country in mid June and it seems that I
got bit by a deer tick. I came down with severe flu-like symptoms and went to the
emergency room thinking I might have pneumonia. Turns out I had Lyme's Disease
caught from the tick. After three days in hospital and three weeks of strong antibiotics, I
am much better. We caught it early so there is little danger of ongoing issues but I still
do not have my full energy back. At this point, we expect to return to Korea near the
end of August. As word has spread, more and more people have been praying for me
for which I am deeply grateful. We are also very thankful to God for giving Liz and me
a very precious and unpressured time together during these
"unscheduled" weeks. Thank you, Lord!
Remember! We are going on an Intercessory Pilgrimage to the Holy Land in December!
Click here for all the exciting details. We do hope you will join us! We know that
paying for the trip all at once is difficult for many people. You can reserve your spot by
paying 1/3 by the end of August. Write me for details.
We continue to be grateful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9 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영문)
Korean(국문)
열리지 않으시면, 어도비 리더를 다운받으세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기도편지를 파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메일로 알려주세요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8 월 24 일에 있었던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북한의
반응만큼이나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주요한 무기로
완성시키기에는 아직도 긴 시간이 걸릴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성공과 함께
잠수함 연구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한반도의 긴장을 더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었던 넘버 투 태영호의 탈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두문불출하려고 노력하며 태영호를 욕하고 있겠지요.

탈북이

늘어나면서, 북한은 탈북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DMZ 의 땅굴에 지뢰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탑공무원의 처형(그 중
하나는 회의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실시되었죠)과 함께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은 정권의
안정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정권은 제재의 압박 속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이 실제로는 비어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중국 식당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보위부는 마약 판매에 연루되어있으며, 들쭉(블루베리) 수출에 주민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십년 만에 열린 북한 청년동맹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을
“김일성-김정은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는 김정은의 권력을
굳히고, 당을 섬기도록 청년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

내

말라리아퇴치를

위해

유니세프가

세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고, CFK(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결핵

치료약을

다루는

연구실험과

새로운

간염치료계획도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새터민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회와의 좋은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잡지 가디언에서 몇몇의
새터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여준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링크, 영문)
계속 기도해주십시오.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며
중국 단동에 투옥되어 있는 캐나다인 캐빈 게럿에 대해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수상인 저스틴 트루도가 중국에 공식방문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케빈

게럿에 대한 문제와 중국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인 기자의 질문에 왕이 외교부장이 분노한 사건 이후로 중국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이뤄진 일입니다. 케빈의 빠른 석방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북한에 수감되어 있는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남한 목사님들,
김정기, 김국기, 최춘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남한 정부가 감사하게도 세
사람의 석방을 요구했지요. 마지막으로 미국인인 김동출 목사님과 버지니아대학 학생
오토 왐비어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하루 속히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생명의강 학교
학교는 개학을 맞이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첫 패밀리데이가 9 월 3 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벤과 리즈는 미국에서 보낸 안식년이 어떠했는지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학교를 사용하셔서 통일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또한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강프로젝트
삼수령에

새로운

거주동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건물과 또 한 동은 생명의강 학교 교사들을 위한 숙소동이자, 공동체의
내부의

지체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건축

허가를

얻고,

땅을

축복하였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여름을 지나기 까지 건축은

잘 진행되었습니다만, 현재 자금의 부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요..저희는 올해 안에 이
건물을 완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건물에 남은 작업은 인테리어와 조경입니다.
현재, 자재와 작업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기회! 12 월에 있을 이스라엘 중보기도 성지순례는 9 월 25 일까지 신청을 받을

이곳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은 여행경비의 1/3 을 미리 지급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전체경비는
9

월

이메일

25

일까지

지불하셔야

bentorrey@thefourthriver.org

합니다.
로

메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십시오.

벤

경비를

토레이의
받는

대로

신청서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아직 남은 자리가 있으니, 신청해주세요! 9 월
25 일이후에도 몇 분 정도는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 공지한 경비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본부장
벤토레이
www.thefourthriver.org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September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People are generally aware of heighten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North
Korea's successful (to the great glee of the leader) launch of an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on August 24th. International responses were predictable as
was North Korea's response. Experts are pointing out that it will still be a long time
before the North perfects SLBMs as serious weapons. Along with developing the missile
the country is working on a new submarine to deliver it. Contributing to the tensions are
the routine joint South Korean and American military maneuvers. In addition to these
issues, Kim Jong Un is reeling from the defection of the Number Two man in his London
embassy, Thae Yong Ho. Of course, He is trying to keep this quiet at home while he
heaps abuse on Mr. Thae over seas. As defections increase, the North tries in every way
it can to prevent them, including recently planting more land mines in the DMZ. All of
this--along with the latest execution of two top officials (one apparently for dozing off
during a meeting)--is raising concerns about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n the midst of all this, the North's regime continues its desperate effort to acquire
foreign currency in the face of ever tightening sanctions. Since North Korean restaurants
in China are virtually empty, waitresses are being sent to work in Chinese
restaurants. Security cadres are involved in the drug trade and the summer blueberry
harvest is being commandeered for export.
At the recent national youth congress, the first in decades, the big news was a change of
names for the organization from Kim Il Sung Socialist Youth League to KimilsungistKimjongilist Youth League in the general effort to solidify Kim Jong Un's power and rally
the nations' youth to serve the State.
In relation to humanitarian aid, a major attack on malaria in North Korea has been
launched through UNICEF with funding from the Global Fund. We pray that this effort
be successful as we thank the Lord that it will be joining a new hepatitis initiative being
undertaken by Christian Friends of Korea and their work with developing the National
Tuberculosis Reference Laboratory to deal with multi-drug resistant TB.
Finally, we are thankful for new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to help
others and make good connections in society. Here is a recent article from The

Guardian that presents the stories of a number of North Koreans in the South including
their thoughts and their activities.
Keep praying.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We have some hopeful news concerning Canadian Kevin Garratt in Dandong, China for
whom we have been praying.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is making his first
official trip to China. There is indication that he may well bring up both the issue of
Chinese human rights as well as Kevin Garratt. This comes on the wake of China's
attempt to soften their tone following an angry outburst by Foreign Minister, Wang Yi in
response to a Canadian reporter's question. Pray for Kevin's speedy release. We also
continue prayer for Pastor Hyeon Soo Lim of the Light Korean Church in Toronto
currently in prison in North Korea. We also remember South Korean pastors Jeong Wook
Kim,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thankful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cent demand for their release; and Americans, Pastor Dong-chul Kim, and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Pray with us that they be released to their homes and
families soon.
The River of Life School
School has started up again and is going well. The first Family Day of the semester is
Saturday, September 3rd. Ben and Liz will be sharing about their year sabbatical in the
States. We continue to pray that the Lord use our little school to prepare the Unification
Generation and lead our young people into ever deeper relationships with Him and that
they receive an excellent education. We also pray for wisdom going forward as we think
about possible partnerships.
The Fourth River Project,
The new residential building that we have been working on at the Three Seas Ranch
is almost done... However, we have had to shut down construction for now. The plan
for this building and one more that we want to build is to provide housing for our River
of Life School teachers as well as others who will form a nuclear community on the
land. We were very excited to get permission to build last year, to have a wonderful
ground blessing in October and then to start construction in the spring. Construction
went very well through the summer but we have had to stop for lack of funds. Not
much more is needed for this first building. Pray with us that the Lord provide--and
soon. Perhaps you can help... Our hope was to be able to complete this building this
year and the second one as well as a prayer house next year. All that is left to do on

this first building is interior work and landscaping. For now we are shutting things up to
protect the work done and the building materials on hand.
Last chance! We are taking reservations until September 25th for our Intercessory
Pilgrimage to the Holy Land in December! Click here for all the exciting details. We do
hope you will join us! You may reserve your spot by paying at least 1/3 of the cost
right away. Final payment must be in by Sept. 25th. Email Ben Torrey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want to join. As soon as we receive the funds, we
will send out a full registration form and information. We still have some seats left so
sign up soon! People may be able to join the pilgrimage after 9/25 but we cannot
guarantee either the cost or the reservation.
We continue to be grateful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10 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영문)
Korean(국문)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어도비 리더를 다운받으세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첨부파일로 기도달력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이번 달의 가장 놀라운 소식은 케빈 게럿이 중국에서 석방되어 캐나다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구금되었으나,

그가

트루도(Trudeau)

하나님을
했던

수상의

찬양합니다!

탈북자

사역이

중국방문이

이런

케빈은
진짜

결실을

캐나다정부의

이유일
맺을

것이라
수

있기를

스파이라는
짐작됩니다.
함께

죄목으로
지난

달,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토론토 큰 빛 교회의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목사, 미국인
김동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버지니아

대학

학생

오토

왐비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풀려나 가족과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주십시오.

북한의 상황
북한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고, 어떤 부분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집니다. 북한의 북쪽 국경, 두만강
지역을 휩쓴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홍수는 집, 도로, 빌딩, 수 백 명의 보초병들을 쓸어갔고,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군인들보다는

잃어버린

무기들과 탄약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유적지 복구가
사람들의 주택 복구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 전쟁 이후 70 년 역사 상
최악의 재해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원산에서 열린 1 회 국제 에어 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또 국경지대에
군 부대를 보내어 사람들이 혼란을 틈타 중국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당국 지도자들이
인명피해를 축소 보고 하고 있는 듯 한데, 이는 관리소홀 및 뒤늦은 대처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장기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굶고 있던 어느 부부는 밭에서 농작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후 구금되었습니다. 협동 농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은 그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장기적인 전력부족, 특히 200 일 전투는
태양열 집열판 같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30 명의
탈북자들은 고문과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에 대한 현실을 알기를 원하는 북한사람들이 점점 더 외신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의
북한 노동자들도 해외에 있는 중에 그러한 소식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로는, 북한의 인터넷이 순간적으로 유출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 내부 사이트를
짧게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링크가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링크를 많이 접속했고,
곧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통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좋은 기사(영문)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통일에 대한 이해”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계속 기도해주십시오.

생명의강 학교
우리 고 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가장 반 학생수가 많았던 7 명의 고 3 학생들이 12 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수시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몇몇은 인턴십 기회를 찾고 있고, 몇몇은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은 안식년에서 돌아와 적응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의 능력을
확인하고, 학교 업무에서 조금 눈을 돌려 생명의강 학교의 현재 파트너 및 미래의 파트너와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만족하였습니다. 파트너십 개발은 미국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교장 선생님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직 그 의미에 대해 배워가는 중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생명의강 학교의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의 교감선생님과 학생 한 명이 이스라엘 중보기도 성지순례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번째강 계획
몇 달 전 알려드린 것과 같이 네번째강 프로젝트는 12 월에 있을 ‘분단된 땅(특히 한국과 거룩한
땅)을 위한 중보기도 성지순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마감되었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순례에 참여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와
여행의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여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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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입니다!(사진)
내부 인테리어는 아직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었던 한 가지 염려는 어쩌면 겨울을
위한 난방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채 건축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안에는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겠지요. 미리 배관과 바닥 난방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완공할 준비가 될 때까지 습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는 크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여전히 올해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쩌면, 북한 개방을 준비하는 삼수령
센터 건축을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본부장
벤 토레이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October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Our top story this month is the exciting news that Kevin Garratt has been released from China
and reunited with his family in Canada! Praise God! Kevin had been held on charges of spying
for the Canadian government but the most likely reason was his active efforts to help North
Koreans. Last month, we were praying that Prime Minister Trudeau's trip to China would bear fruit
this way. It looks like God heard our prayers. Thank you, Lord.
However, there are still several pastors who are imprisoned in North Korea. We continue prayer
for Pastor Hyeon Soo Lim of the Light Korean Church in Toronto. We also remember South
Korean pastors Jeong Wook Kim,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and Americans, Pastor Dongchul Kim. We also lift up in our prayers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Pray with us
that they be released to their homes and families soon.
The Situation in the North
The situation in the North is dire but also, in some ways surreal. Over a hundred thousand have
been made homeless as Typhoon Lionrock devastated the northern border area where the rivers,
especially the Tumen, overflowed with a great deal of violence washing away homes, roads and
other buildings, including hundreds of border guards--but the North seemes to be more
concerned with retrieving weapons and ammunition than soldiers. Also historic sites are receiving
higher priority than homes. Kim Jong Un is claiming that this is the worst disaster in 70 years,
since before the Korean War... He has even reached out for international aid, the first time for
him. Yet, at the same time, he sponsors North Korea's first international air show in Wonsan
while sending more troops to the border to make sure people don't use the confusion to escape
to China. It also appears that the leadership is under reporting deaths from flooding in order to
lessen criticism at home for mis-managed and late response.
The chronic food shortage in the North recently led to the severe beating and imprisonment of a
starving couple for stealing food from a field. The various policies affecting members of
collective farms apparantly pushed them over the edge. The chronic shortage of power,
especially for the "200 Day Battle" is bringing out a lot of creative solutions, including a lot of
solar collectors. Also, it was learned recently that 30 defectors caught in China had been
repatriated to the North where they have suffered beatings and torture.
The hunger for real information about the North is causing more people to listen to foreign
broadcasts and for NK workers in China to soak up the news while abroad.

In other news, the North's secretive internet was accidently opened to the outside world for a
short period giving people a glimpse of what is available inside. When the links were posted
online, so many people clicked on them that the network crashed.
For those who want to dig a bit deeper, here is a good article on the problems that face us as we
look to reunification. It's part of the series, "Understanding Unification."
Keep praying.
The River of Life School
Pray for our seniors! We will be graduating seven students in December, our biggest class
yet. They are all caught up in preparing for their next steps. Most are getting ready for 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s as well as making early application to college. Some are looking
at internship opportunities and others are thinking and praying about what they are to do
next. It can be a time of great stress. Pray that they and their parents hear from the Lord, make
good decisions and trust God with the results.
Liz Torrey, our principal, is transitioning in from being away for a year on sabbatical. She is very
pleased with the competance of our faculty and is able to spend less time at the School and
more in working on relationships between the School and current or future partners. Developing
partnerships is something that the Lord put on her heart while in the States. We are still learning
just what it means but are confident that this is leading us forward into a new phas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Please keep her in your prayers.
We are very pleased that our vice-principal and one student will be joining us on our Intercessory
Prayer Pilgrimage to Israel.
The Fourth River Project
As we have been annoucing for a number of months, the Fourth River Project is sponsoring an
Intercessory Prayer Pilgrimage in December to Israel to pray for the healing of divided lands-especially Korea and the Holy Land. The registration is closed now and we are taking care of
final preparations. We are very pleased with the variety of people who are coming on the
pilgrimage. We expect it to be a wonderful time of prayer and touring. Pray with us that God
use this trip for His glory.

Last month,
we shared
that it looked
like our
beginning
construction
for the Three
Seas Center
would have to
stop for the
winter for lack
of
funds. While
we still need
a bit more,
we did recieve a large contribution that has enabled us to re-start with a focus on the plumbing
and electric systems. The building is built of wood with good Hardie board siding and looks
great. Here it is! The interior still needs to be finished. One concern that we had was that we
would have to close the building up for the winter without heat. This would lead to moisture
collecting inside and a major mildew and mold problem. It is a big relief knowing that we should
be able to get the plumbing and floor heating done so we can fight the moisture until we have
the resources to finish. Of course, we are still praying--and ask you to join us in prayer--that we
be able to complete all the work this year. Perhaps, the Lord is putting it on your heart to help
us complete this, the first building of the Three Seas Center--a place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Please consider this in prayer. Thank you.
And... we continue to be grateful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We also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Unification
This is an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Released in August of last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Fr. Torrey's
passing away, it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Anyone interested in this important work may order through us if your are
outside of Korea or, if you are in Korea, directly from the publisher, Hong Sung Sa or at Christian
books stores. If you are ordering from the US, the cost is $14 plus shipping: $12 by surface
(takes about two months) or $20 by air. If you order several copies, shipping fees will
vary.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f you are interested.
이 책은 대천덕 신부님의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8 월에 출간되었으며,
신부님의 글이 처음으로 영문 및 국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하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나 기독교서점을 통하여 주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14$에 배송비를 추가해 주십시오.(항공이 아닐 경우
$12-2 달 소요-, 항공일 경우 $20) 1 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가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bentorrey@thefourthriver.org 로 메일을 주십시오

동역자님들께
11 월 기도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nglish
Korean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어도비 리더를 다운받으세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첨부파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지난 8 월에 일어난 두만강의 홍수로 집을 잃은 수천의 사람들이 적십자가 세워준 얇은 천막에서
지내고 있기에 걱정이 됩니다.

제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최근에 나누어준 소식에 따르면 밤늦게

밀어닥친 홍수로 북에 남은 그의 어머니와 누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비닐 숙소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은 몇 주 안에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하겠다고 약조했습니다. 약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새
컬러텔레비전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 텔레비전 보다는, 식량과
‘무너지지 않을’ 집을 원한다는 여론이 가득합니다. 건축을 위해 파견을 나온 군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도리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구 동원으로) 주민들의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단속을 할수록 뇌물이 늘어 역효과가 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돈과 물자와 인력이 평양의 려명거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한 상태입니다.
물자를 들여오는 무역회사들은 “충성과제”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에 협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살아가야 합니다. 북한 전역에 있는 국영기업들 대부분이 ‘사실상의’
시장경제에 따라 가동됨으로써 북한이 자랑하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사실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한 시장은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작용하고 있는데, 불법 비디오방이 전역에 생겨나
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선전부에서는

북한의

빛나는

사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자 파일럿인 리더의 업적과 기량을 찬양하고자 만든 선전 영상(한 시간 조금 넘는
길이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있습니다. 동시에 남으로 온 사람들의 삶은 북에 두고 온
이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새터민의 기사를 링크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감옥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지난 주 북한에 수감되었던 케네스 배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말했던 첫 마디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케네스 배의 어머니께서는 벤 형제를 만나면
꼭 감사를 먼저 전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오랜 수감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 성실하게
기도했던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 사역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게 된 일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가 새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도록, 또 북한 감옥에서의 시간들이 아직 그에게 끼치는
여러가지 영향들로부터 치유하여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아직 북한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임현수
목사님이 최근 건강의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남한
목사님들-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목사-과

미국인

김동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버지니아 대학 오토 웜비어 학생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풀려나 가족과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의강 학교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고 3 학생들 중 몇몇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능시험은 11 월 17 일에 치러집니다.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함이 아닙니다(이 나라의 많은
교회와 절에서 그런 기도가 올라갑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곳에
정확히 그들이 다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생명의강 학교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통일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소년/청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육의 방법 말입니다. 이 노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네번째강 프로젝트
삼수령에 건축이 진행되던 건물이 겨울을 문제없이 날 수 있을 만큼 공사를 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와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다고 지난 달에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감사
드립니다. 재정이

계속

채워졌습니다-헌금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초의

계획/

목표대로 연말 전 완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 졌습니다…모든 필요의 절반
정도가 채워졌고, 몇 번의 주요한 후원이 더 있으리라고 바래봅니다. 삼수령 센터를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번째강프로젝트 추진본부장
벤 토레이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November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We continue to be very concerned about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been living in flimsy
shelters provided by the Red Cross after loosing their homes in the flooding of the Tumen river
the end of August. A close friend of mine shared with me recently that his mother and older
sister lost everything when the flood washed away their home late at night. They have been
living in a plastic shelter ever since. The authorities have promised to get everyone into new
homes within weeks--a promise received with skepticsm. There are also rumours that people will
be given new color television sets. However, the prevailing sentiment is that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new TVs but want food and homes that won't fall down around them. The Army
was sent into the area to rebuild but has become a threat to the very people they are supposed
to help. In the meantime, the residents, themselves, are carrying the greater burden. Even the
greater crackdown on crime is backfiring because of increased bribery. People are also upset that
most of the funds, supplies and manpower allocated for rebuilding are going to the new
showpiece Ryomyong Street in Pyongyang. Traders bringing in goods from China are also under
pressure to provide "loyalty gifts" to help with that project.
Still life must go on in every sphere. The vaunted central planning of the Communist North
Korean system has virtually capitulated as most state-run factories across the nation are operating
in a de facto market economy. The market is also functioning in the area of news and
entertainment as illegal make-shift media rooms are popping up all over. And, of course, the
propaganda departments are going all out to paint a glowing picture of the North. Here is a an
hour-plus-long propaganda video on YouTube exalting the Leader's accomplishments and his
prowess as a commander and even a jet pilot. Meanwhile life for those who have come south-while not as dire as that which they left behind in the North--is not easy. Here is an article by a
North Korean in the South.
All in all, a lot for us to be praying for.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It was a great honor for me to spend time with former NK prisoner, Kenneth Bae, last week. His
first words to me were, "Thank you!" He said his mother had made him promise to thank me as

soon as we had a chance to meet. He expressed deep appreciation to all of us who prayed so
earnestly for him throughout his long imprisonment. He also shared with me about his new work
in the US and South Korea with North Korean resettlers helping them adapt to life in the South
and to work with others wanting to minister to them. We should continue to keep him in our
prayers that the Lord strengthen and guide him in this new work and heal any lingering effects of
his time in North Korean prisons.
We continue to pray for the pastors who are still imprisoned in North Korea. We pray for
Pastor Hyeon Soo Lim of the Light Korean Church in Toronto, especially as we have received
recent word that he has been hospitalized for deteriorating health. We also remember South
Korean pastors Jeong Wook Kim,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and American Pastor Dongchul Kim. We also lift up in our prayers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Pray with us
that they be released to their homes and families soon.
The River of Life School
As our seniors have been praying and thinking about their next steps, we are glad to say that
quite a few of them have been accepted to their colleges of choice through the early admission
process. The big national college entrace exam is coming up on November 17th. Some of our
seniors, who have not already been accepted into colleges, will be taking it. Our prayer is not for
them to do well on the exam--as so many will be praying in churches and Buddhist
Temples around the country--but that they have a clear vision of what God wants them to do
with their lives and to trust Him that they will be exactly where He wants them to be. Please join
us in this prayer.
We continue to explore both new partnerships for the School and also new ways that God wants
us to go about providing the kind of education for our young people--to truly prepare the
Unification Generation--that He wants, not as we may assume. Please pray for these efforts as
well.
The Fourth River Project
Last month we shared that we were able to re-start construction on our new Three Seas Center
building--at least to the extent that it pass through the winter without problem. We continue to
thank God for His abundant mercy. Additional funds have continued to come in--thank you to
all of you who have contributed! We have renewed hope that we can make our original target of
completion by the end of the year. We are getting closer... We have received about half of all
that is needed and have hopes for some more major donations soon. Remember the Center in
your prayers when you have a chance.
And... we continue to be grateful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Three Seas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also in the name of
Yesuwon.
We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동역자님들께.
12 월 달력을 국문과 영문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nglish(영문)
Korean(국문)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도비 리더를 다운받으세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첨부파일로 받으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십시오.
bentorrey@thefourthriver.org.

북한의 상황
두만강 주변의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새집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벽이 얇고, 다 마르지
않았으며, 벽지가 덜 붙어있는 등 급히 짓느라 열악해진 아파트의 건축 상태로 인해 사람들은
아파트에 별로 입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안은 춥고 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홍수피해자를 위한 국제적인 원조를 하였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도주자들을 발견하면 그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북한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탈북을 시도하던 주민 두 사람이 경고
없이 사살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내 새터민들의 수는 지난 11 월을 기점으로 3 만이 넘었으며,
정부는 그들에게 더욱 손을 뻗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원하는 사람들의 평화시위와 정치적인 상황들이 남한에 있는
새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새터민들은

최고지도자에

대해

이런

종류의

시위가

가능하다는 것과 민주주의의 실제를 신기해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색하는 중이지만, 남북의 체제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러한
시위를 공론화할 수 없기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SNS 를 통한 선전활동을
계속 늘리고 있고, 어선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공연을 펼치는 등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대신 숙부인 김평일로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운행중단 등 평양 이외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싱가폴로 관리들을 보내 창업(스타트업)을
배워오도록 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북한의 석탄 수출을 통제(수출상한제)하고,
‘민생예외’조항을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연료와 전기가 부족한 가운데 겨울을 나야 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옥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북한에 수감되어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달은 토론토 큰빛 교회의 임현수
목사님이 15 년 중노동형을 선고 받으신 지 1 년 되는 달입니다. 또한 남한 목사님들-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 목사님이신 김동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버지니아 대학 학생 오토 왐비어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집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새로운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생명의강 학교
12 월 20 일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고 3 학생들 7 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 몇몇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입학을 확정했고, 다른 몇몇은 관심이 있는 전문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딸의 말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생명의강 학교 학생이니까, 대학가는
거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이었는지요!
원래의 목표와 방향으로, 학교를 “다시 세워”가려는 저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어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교사들이 함께 그 곳에 살 것이며, 또 때로는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무척 기대됩니다. 현재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건물은

공교육을

위해

사용하던

건물로,

이

건물을

통해

공교육의

경직된

교육개념(우리가 탈피하고자 하는 기존의 공교육)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경직성을 버리려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탈과목, 프로젝트 중심의 단계로 나가려 합니다.
이 분야의 국내 권위자들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일세대를 기르는
것, 화목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네번째강프로젝트
삼수령 센터에서의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교사들과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이 기도라는 예수원의 정신을 본받는 노동 커리큘럼의 연장으로,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을 실제 건축의 과정에 더욱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노동 중 몇 가지는
학생들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곧 건축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에 저희는 무척 신이 나 있고, 첫 번째 삼수령 센터 건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학교 공간을 만드는(단열작업을 하는)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위원장
벤 토레이
www.thefourthriver.org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December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click the link below.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New housing for many of the victims of flooding along the Tumen River is available but
people are not so keen to move into them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ubstandard and rushed
construction, wet and slimy walls, wall paper that won't stick and the like. While they look good
on the outside, inside they are cold and bare. International aid continues to be provided with the
latest help coming from Russia.
The situation for refugees leaving the North is getting more difficult as border guards have been
ordered to shoot on sight. Two fleeing last month were shot dead without warning. On the
other hand, the numbers of refugees arriving in South Korea exceeded 30,000 in November and
the government wants to do more to reach out to them. The recent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and the massive peaceful ralleys calling on President Park Geun Hye to step down
have fascinated North Koreans in the South. They never believed that this sort of protest against
the leader could be possible and have been impressed with democracy at work. At the same
time, the North has sought to exploit the turmoil but their efforts are likely to backfire as they
cannot publicize the demonstrations without showing the contrast in systems between North and
South. Even so, they continue to ramp up propaganda efforts now using online media (to limited
success internationally) and rather extreme efforts domestically--showing films and providing
entertainment on fishing boats. At the same time, there is growing unrest and voices are being
raised calling for Kim Jung Un to be replaced by his uncle.
The internal economic situation is not good as infrastructure outside Pyongyang continues to
deteriorate with much of the railroad system shut down. The government is sending people to
learn more about starting businesses as one means to bring in much needed funds.
None of this is helped by the recent increase in UN sanctions even to embargoing coal
imports and other tightening "livlihood exemptions."
Keep praying for the people, especially as winter cold closes in with fuel and electricity in short
supply.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We continue to pray for the pastors who are still imprisoned in North Korea. This month marks
the 1st anniversary of the sentancing of Pastor Hyeon Soo Lim of the Light Korean Church in
Toronto, to 15 years at hard labor. Please keep him in your prayers. We also remember South
Korean pastors Jeong Wook Kim, Kook Ki Kim and Choon Gil Choi and American Pastor Dongchul Kim. We also lift up in our prayers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Otto Warmbier. Pray with us
that they be released to their homes and families soon. At this time, we have no updates on the
situation of any of these our brothers. If any or our readers hears anything new, please let us
know.

The River of Life School
Graduation is coming up on December 20th. We will be graduating 7 seniors. A number of
them have already been accepted at colleges of their choice or are involved with trade schools
that fit their interests. We pray that God be with each of them as they continue to seek His will
for their lives. One student's mother recently told us that her daughter said, "I'm not worried
about college, I'm a River of Life School student!" What an encouragement!
The exciting thing for us is the new ideas that keep coming as we seek to "re-start" our school
with a committment to the original focus and direction. We look forward to having teachers
together in the new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nd to even use it for much of our school
program. We want to escape the rigidity of our current rented facilty that, having been designed
and built as a traditional school building, constantly draws our thinking back to the very
traditional concepts that we are seeking to break away from. We want to move towards a
greater degree of integration of subjects in a more project-based curriculum. We are drawing on
some of the best thinkers in these fields here in Korea who joyfully embrace the opportunity to
help us move forward. We seek first to glorify God in all things and to raise up the Unification
Generation with a love for God and this nation and excitement to serve Him as agents of
reconciliation. Pray that we be able to do this successfully!
The Fourth River Project
Construction moves forward on the Three Seas Center--the building that will house our school
teachers and host school activities. In the spirit of our new approach and as an extension of our
labor curriculum emulating Jesus Abbey's spirit of labor being prayer, we have gotten the River of
Life School students more involved in the actual construction. Some of this has been a brand
new experience for them. We are all learning a lot.
We are excited about finishing construction soon and praying for the Lord to provide the last of
the funds needed to complete this our first Three Seas Center building. Join us in our
prayers. Here are some shots of The River of Life School students--the Insulators--working on
new space for their school.

And... we continue to be grateful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Three Seas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also in the name of
Yesuwon.
We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hen you shop on-line you can have a portion of your
purchase price go to the Fourth River Project through the Smile Amazon Foundation. Click here
to set this up to work automatically.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