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 뉴스레터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We trust that all of you enjoyed your celebration of our Lord's birth this past Christmas.
was wonderful with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Jesus Abbey community.
distribute Christmas stockings after our big Christmas breakfast.

Ours

I was asked to

We gave our 180 stockings to

all our members, the children and many guests who came to join our celebration. Our own
daughter, Joanna, was with us from Biola University.

We have enjoyed having her with us but

our 6:30am Christmas service at the Abbey was almost too much.
kidding...

She thought we were

Also the switch from sunny, warm Los Angeles to sunny but frigid Taebaek was quite

a change for her.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원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과 참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후 멋진 아침식사를 마친 후 저는 크리스마
스 선물이 든 양말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과 아이들을 비롯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180여개의
양말을 주었습니다. 또 비올라 대학에 다니는 저희 딸 조애나가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
스 아침 예배가 새벽 6시 반에 있다고 했더니 처음에 조애나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화창하고 따뜻
한 로스 앤젤레스에서 태백의 얼어붙을 듯한 추운 날씨는 조애나에게 적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It is winter!
feet) elevation.

We really feel it here at the Three Seas Ranch situated at 1,000 meters (3,000
We also get strong high winds as well that carry the cold deep into your bones.

It was 5 degrees F or -15 C this morning. Yet, we praise God for all the beauty around us and
the spectacular sunrises that we get most mornings.

And, for mostly warm houses.

겨울입니다! 이곳 삼수령 목장이 해발 1,000미터에 있다는 걸 절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뼛속을 에는
듯 한 강풍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여
주시고, 모두들 따뜻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However, we do ask your prayers for us living here and for our cattle.
with freezing water pipes and our cows need a lot of water.
have been working hard in the cold to fix the problems.

We've been plagued

Our brothers here at the ranch

We all shouted praises to God when

the water flowed again a few days ago.
목장에서 생활하는 지체들과 가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들을 위한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
니다. 수도관이 추위로 자주 어는데, 소들은 여전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While we have not been able to get permission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that owns the
land we lease for the Ranch) to build the new houses that we need to replace our old, small
and somewhat-the-worse-for-wear homes that we live in now, we were able to get new coal
boilers for our little container home and the office building next door.

Instead of sharing one

inadequate boiler between the two buildings, we now have nice new ones that are making both
buildings quite a bit warmer this year than last.
현재 삼수령 목장의 낡고 작은 집을 대체할 새로운 주택을 짓고자 하지만, 아직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집과 사무실에 연탄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보일러 한

대로 컨테이너 집과 사무실이 있는 컨테이너를 감당했는데, 각각 보일러를 설치해서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
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he students are coming!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We plan to open school in March with a total of 15 students between 1st and 2nd year of
middle school.
applications.
far away.

While we are not at that number yet, we are getting a steady stream of

Many are local (up to a 40 minute drive away) but a surprising number are from
People are desperate for a good alternative, a solid Christian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so much so that they are making serious sacrifices to come.

One family has still not

found a house to rent or buy near enough to the school but they are coming anyway.
father even quit his job in Seoul in order to move here.

The

We have been really impressed by the

spirit and caliber of the families that are coming to join us.

Praise God!

Do pray for this

registration process that is going on during January and for arrangements for those who want to
come from other parts of the country.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중등 1, 2학년 과정으로 15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가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원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태백시내(학교에서 대략 40분 소요) 학생들이
지만 놀랍게도 멀리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건전하고 좋은 기독교 대안 교육을 갈망하는 학
부모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아직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를 결정하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아버지는 이사를 위해서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
입니다. 이 가족의 열의와 태도로 인해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월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입학
전형 과정과 먼 곳에 이곳으로 오는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ur teachers are busily engaged in developing our curriculum even as we are working out heat
and furniture for the school rooms.

This is definitely a pioneering effort.

We are constantly

called on to exhibit pioneering spirit as we prepare for our first year.
선생님들은 모두 바쁘게 교육과정을 계발하는 일에 전념하는 동시에 교실에 필요한 난방과 가구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전적으로 새롭고, 개교 첫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개척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We still have a need for permanent living quarters for our two women teachers. Jesus Abbey is
providing temporary space for the teachers until February. This gives us a little breathing space
(but not much!) to find something more permanent.
real possibilities close to the school.

So far,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any

We are still looking!

여전히 두 명의 여선생님들을 위한 영구적인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원에서 2월까지 임시로 숙
소를 제공해줘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근처에서는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Last month, I mentioned all the little darts that the enemy was throwing our way.

This month,

despite seasonal hardships, we are feeling the protection, love and warmth of our Heavenly
Father.

This is His work, not ours.

He is providing and will provide all that is needed.

Thank

you, Lord.
지난 달,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계절
변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호와 사랑과 온화함을 느끼고 있

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필요에 대해 아버지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주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 연수원
Please keep us in mind as we continue to plan and launch our capital campaign.

We are most

grateful for office space that is being provided for us at no cost in Seoul and some seed money
that will enable us to hire a full-time person to handle all the details of developing and running
such a campaign.

Pray that we find the right person for this task--someone who has a good

knowledge of both English and Korean, good administrative skills and is able to represent us well
to others.
자금 마련을 위한 홍보계획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낼 수 있도
록 무상으로 장소를 지원받았고, 또한 자금 모금등을 위한 세부적인 일을 감당할 한 분 정도 전임 근무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도 종자돈도 마련했습니다. 영어와 국어가 능통한 동시에 우리를 대표해서 행정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we work on all these things, your prayers and words of encouragement are most important
to us.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력의 인사는 저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 본부장

2010-02 뉴스레터
HAPPY NEW YEAR!!!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We trust that all of you enjoyed your celebration of our Lord's birth this past Christmas.
was wonderful with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Jesus Abbey community.
distribute Christmas stockings after our big Christmas breakfast.

Ours

I was asked to

We gave our 180 stockings to

all our members, the children and many guests who came to join our celebration. Our own
daughter, Joanna, was with us from Biola University.

We have enjoyed having her with us but

our 6:30am Christmas service at the Abbey was almost too much.
kidding...

She thought we were

Also the switch from sunny, warm Los Angeles to sunny but frigid Taebaek was quite

a change for her.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원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과 참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후 멋진 아침식사를 마친 후 저는 크리스마
스 선물이 든 양말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과 아이들을 비롯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180여개의
양말을 주었습니다. 또 비올라 대학에 다니는 저희 딸 조애나가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
스 아침 예배가 새벽 6시 반에 있다고 했더니 처음에 조애나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화창하고 따뜻
한 로스 앤젤레스에서 태백의 얼어붙을 듯한 추운 날씨는 조애나에게 적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It is winter!
feet) elevation.

We really feel it here at the Three Seas Ranch situated at 1,000 meters (3,000
We also get strong high winds as well that carry the cold deep into your bones.

It was 5 degrees F or -15 C this morning. Yet, we praise God for all the beauty around us and
the spectacular sunrises that we get most mornings.

And, for mostly warm houses.

겨울입니다! 이곳 삼수령 목장이 해발 1,000미터에 있다는 걸 절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뼛속을 에는
듯 한 강풍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여
주시고, 모두들 따뜻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However, we do ask your prayers for us living here and for our cattle.
with freezing water pipes and our cows need a lot of water.
have been working hard in the cold to fix the problems.

We've been plagued

Our brothers here at the ranch

We all shouted praises to God when

the water flowed again a few days ago.
목장에서 생활하는 지체들과 가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들을 위한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
니다. 수도관이 추위로 자주 어는데, 소들은 여전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While we have not been able to get permission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that owns the
land we lease for the Ranch) to build the new houses that we need to replace our old, small
and somewhat-the-worse-for-wear homes that we live in now, we were able to get new coal
boilers for our little container home and the office building next door.

Instead of sharing one

inadequate boiler between the two buildings, we now have nice new ones that are making both
buildings quite a bit warmer this year than last.

현재 삼수령 목장의 낡고 작은 집을 대체할 새로운 주택을 짓고자 하지만, 아직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집과 사무실에 연탄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보일러 한
대로 컨테이너 집과 사무실이 있는 컨테이너를 감당했는데, 각각 보일러를 설치해서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
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he students are coming!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We plan to open school in March with a total of 15 students between 1st and 2nd year of
middle school.
applications.
far away.

While we are not at that number yet, we are getting a steady stream of

Many are local (up to a 40 minute drive away) but a surprising number are from
People are desperate for a good alternative, a solid Christian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so much so that they are making serious sacrifices to come.

One family has still not

found a house to rent or buy near enough to the school but they are coming anyway.
father even quit his job in Seoul in order to move here.

The

We have been really impressed by the

spirit and caliber of the families that are coming to join us.

Praise God!

Do pray for this

registration process that is going on during January and for arrangements for those who want to
come from other parts of the country.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중등 1, 2학년 과정으로 15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가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원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태백시내(학교에서 대략 40분 소요) 학생들이
지만 놀랍게도 멀리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건전하고 좋은 기독교 대안 교육을 갈망하는 학
부모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아직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를 결정하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아버지는 이사를 위해서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
입니다. 이 가족의 열의와 태도로 인해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월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입학
전형 과정과 먼 곳에 이곳으로 오는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ur teachers are busily engaged in developing our curriculum even as we are working out heat
and furniture for the school rooms.

This is definitely a pioneering effort.

We are constantly

called on to exhibit pioneering spirit as we prepare for our first year.
선생님들은 모두 바쁘게 교육과정을 계발하는 일에 전념하는 동시에 교실에 필요한 난방과 가구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전적으로 새롭고, 개교 첫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개척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We still have a need for permanent living quarters for our two women teachers. Jesus Abbey is
providing temporary space for the teachers until February. This gives us a little breathing space
(but not much!) to find something more permanent.
real possibilities close to the school.

So far,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any

We are still looking!

여전히 두 명의 여선생님들을 위한 영구적인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원에서 2월까지 임시로 숙
소를 제공해줘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근처에서는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Last month, I mentioned all the little darts that the enemy was throwing our way.

This month,

despite seasonal hardships, we are feeling the protection, love and warmth of our Heavenly

Father.

This is His work, not ours.

He is providing and will provide all that is needed.

Thank

you, Lord.
지난 달,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계절
변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호와 사랑과 온화함을 느끼고 있
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필요에 대해 아버지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주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 연수원
Please keep us in mind as we continue to plan and launch our capital campaign.

We are most

grateful for office space that is being provided for us at no cost in Seoul and some seed money
that will enable us to hire a full-time person to handle all the details of developing and running
such a campaign.

Pray that we find the right person for this task--someone who has a good

knowledge of both English and Korean, good administrative skills and is able to represent us well
to others.
자금 마련을 위한 홍보계획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낼 수 있도
록 무상으로 장소를 지원받았고, 또한 자금 모금등을 위한 세부적인 일을 감당할 한 분 정도 전임 근무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도 종자돈도 마련했습니다. 영어와 국어가 능통한 동시에 우리를 대표해서 행정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we work on all these things, your prayers and words of encouragement are most important
to us.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력의 인사는 저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 본부장

Dear Friends,

동역자 여러분,

It is snowing! We have had a lot of snow at the Three Seas in the past few weeks but the
weather has been appreciably warmer. Spring is coming to the ranch, we know, but it sure
seems to be taking its time. We still thank God, however, for His faithfulness and care.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삼수령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날씨는 따뜻합니다. 목장에도 봄이 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School opens tomorrow! That is if it is not canceled by the snow... Yesterday was a beautiful
day except that the spring thaw means there is a lot of mud. On the other hand, we woke up this
morning to an inch or two on the ground and more coming down. Liz and I made it to school in
our four-wheel drive Hyundae Staretz to take care of some last minute items. By the time we
got back to the ranch for lunch, it was appreciably deeper. I just went out to measure and
count 12 inches or 25 centimeters of snow with no letup in site. But this is Taebaek and we,
here in the mountains, are a hardy lot. What's a foot or two of snow when it's the first day of
school... At this point, we still plan on opening on time tomorrow. the city of Taebaek is pretty
good about keeping the highways clear so we are optimistic.
개교! 눈 때문에 통학이 어렵지만 않다면 오늘 개교입니다. 눈이 녹으면서 진흙투성이가 된
것만 아니면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눈이

1-2 인치

쌓인

채로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즈와 저는 개교를 앞두고 확인할 것들을 보기
위해서 스타렉스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점심쯤에 목장에 돌아왔을 때는 눈이 훨씬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내려서 거의

12 인치(25cm)가량

쌓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태백에서도 산악지역이라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개교 첫 날

1-2

피트의 눈이라…

현재로서는 입학식 행사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도로에 눈을 깨끗하게
치워주리라 기대하면서.

Our teachers have been working steadily getting the curriculum worked out and the rest of the
staff have been busy getting the facilities in order. We bought a container, had it brought in and
converted it into a brand-new kitchen. What with one thing and another, we weren't sure it
would be ready to feed the students by tomorrow but it's up and running as of a couple of days
ago. We are blessed to have Brother Kyung-chan Min as our facilities manager and his wife,
Ruth, as our cook. They are members of Jesus Abbey who have volunteered to work with us
for this first year and the Abbey membership has endorsed their joining the team. We are
deeply grateful.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교과과정을 계발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모든 시설이 제대로
준비되도록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새로운 주방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가지를 하고 나면 다른 일이 생겨서 개교하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2 주전부터의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학교 시설을 돌보는 민경찬
형제님과 아내인 룻 자매님이 학생들을 위해 요리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 분들이 함께 일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두 분은 예수원의 정회원이지만 1 년간 학교
일을 섬기기로 자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And, we keep getting inquiries from families--two came over the weekend. One student is
coming while the other doesn't know yet, it depends on other factors.
입학 문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지난 주말에 문의했는데, 한 학생을
입학을 결정했고, 다른 학생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 센터
The development consulting firm, Doum & Nanum, has been busy this past month with
interviewing the major stake holders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the Three Seas
Center. They have also been forcing us to organize our thoughts and put into writing a lot of
things that we have wanted to do for a long time but just have not been able to get to. They will
be sharing their preliminary report with us later this week then begin the process of interviews
and focus groups with people outside our immediate circle. This is all in an effort to design a
successful capital campaign to build the Three Seas Center that will be home to The River of
Life School in three years--if all goes well. We are excited to be going through this process and
we are learning a great deal. Please keep this effort in your prayers.
컨설팅 회사 ‘도움과 나눔’은 생명의강 학교와 삼수령 센터의 주요 주주들을 인터뷰하느라
바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던 일을
재촉해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직화하고 많은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주 중에 우리 식구들에게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삼수령
외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터뷰 및 기타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두는
삼수령센터를 짓기 위한 성공적인 모금운동을 기획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수령센터가
지어지면 3 년후 생명의강 학교는 이곳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흥미롭게
진행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목장과 공동체

Last month, I wrote about the outbreak of foot and mouth disease threatening our cattle. I am
very happy to let you know that the outbreak is o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raised the
quarantine from the areas directly affected. We praise God that this scourged was brought
under control so quickly. Thank you for your prayers concerning this.
지난달 구제역에 대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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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old one of our steers in February for more than we anticipated. Thank you, Lord.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we get the the point where the ranch is providing substantial
funding to The River of Life School (our intention) but we are moving closer to the goal bit by
bit. We will need to build another barn this year in order to house the expanding herd. We will
receive assistance from the City of Taebaek that will make it possible, which we appreciate. Do
keep us in your prayers as we move into spring, one of the busiest times at the ranch, with so
much else go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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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As we work on all these things, your prayers and words of encouragement are most important
to us. Thank you!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드립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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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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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합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Dear Friends,

동역자 여러분,

It's mud season here at the Ranch! Winter just does not want to let go of its grip. We still have
snow on the ground and there may yet be more to come. When it's not snowing and the sun is
out then we get melting and mud. Add to that a thin layer of yellow dust coating everything-this year the dust from China has been worse than ever--and things are not very
attractive. However, life in the Lord is always good no matter what it looks like outside and we
know that green grass and flowers are coming!
지금은 목장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떠나기 싫은 지

봄의 끝을 붙잡고

있어서 여전히 눈이 쌓여 있고, 아마 좀 더 오지 않을 까 예상합니다. 눈이 오지 않을 때는
햇빛에

눈이

황사가

예년보다

상관없이

녹아서

주님

진흙투성이입니다.

합니다—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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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좋아

황사까지

있어서--올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즐겁고,

또

우리는

중국에서

하지만

곧이어

푸른

오는

외부

상황과

풀과

꽃들이

피어날 것을 압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he River of Life School has been open for a month now. Our first month was a time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as we work to build a solid community of learning. It has been a new
experience for everyone from the principal, Liz Torrey, to the youngest student. So far,
everyone seems pretty excited and there is a growing sense of comfort and intimacy among
everyone. Of course, there have been a few of the regular issues that affect any school like
missing homework, learning to pay attention and to show respect, making sure that lesson
plans are done--that sort of thing. Our curriculum includes a labor component which, this past
month, was mostly shoveling snow! Everyone also worked together to paint two sets of
shelves. All the students are looking forward to coming out to the Ranch to clean barns this
month.
생명의강 학교가 개교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첫 달은 서로를 알아가며, 학습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는 달이었습니다.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에게나 가장 나이 어린 학생에게나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두들

조금은

흥분되어

있고,

서로

안에

편안함과 친밀감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학교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

중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에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달에는 대부분 눈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이 함께 신발장 두 개를 새롭게
칠했습니다.

4 월에는

모두 목장에 와서 축사 청소하는 일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hrough it all, we continue to work on curriculum and Principal Liz is thinking of all the ways that
she can use to convey what we mean by teaching within a Biblical worldview. We are all
learning.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과과정을 계발하고 있고, 리즈 교장선생님은 수업
안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의미를

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Thank you for your strong prayer support for the school. Liz's prayer is that she have the mind
of Christ--see 1 Corinthian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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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 센터
We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Doum &Nanum on developing our capital campaign. They
conducted a series of interviews with our key stakeholders. The results were very enlightening
and helpful. We have been learning about various weaknesses within our communications
systems, especially to our stakeholders. During April, they will be talking to people who care
about what we are doing but are not directly connected with us. This process is extremely
valuable for helping to realize what others hear and think when we speak--it's not always what
we think it is. We have also been doing a lot of recording our plans, our hopes, our ideals and
the like. This process has been good as well to help us refine our vision, our mission and our
plans. Continue to pray that God use this effort for His Glory.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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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도움이 되었고, 또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체계 안에 있는 다양한 약점들,
특히 후원자들에게 있어서의 부족한 점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4 월에는

우리 일에 관심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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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Summer Plans 네번째강 계획 여름 일정
Many people are asking us what our summer schedule is and when they can start registering
for our labor schools. We are working on the plans and have set some dates. We also
decided that, because of our work in relation to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our focus on the
capital campaign as well as our own limited human resources this year, we will have only one
open session. That will be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will run from July 26 to July
28. We are providing this for our own students and any other young people who would like to
come. It is a shortened program this summer. We will also have one or two other special
sessions for groups that we committed two last year. We have no open session for adults this
year.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우리의

여름

계획에

대해

물어

오시며,

언제

노동학교에

계십니다. 여름 일정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면

되는지

생명의강 학교

일과

모금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한 번의 노동학교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손도
부족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학교만

7

월

26

일부터

28

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과 누구든 원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던

두

단체를

대상으로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쉽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학교는

하는

노동학교를

열 못
지

합니다.

개최할

I know many of you will be very disappointed to hear this. We hope that this will be true for only
this year. Once we are moving forward with construction plans for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new school and once we have a year's worth of experience with the school, we should be
able to offer more sessions next year. However, for this year, we have to pull back and use our
limited resources in the wisest way that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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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운용해야 합니다.

Please pray for our summer program and for the years to come. We really look forward to
building the Center and having the facilities and manpower to offer a lot more in the way
of programs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It is an urgent need but we can only
take one step at a time. Thank you for your 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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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목장과 공동체
It has been a long, cold and hard winter. Our community members are feeling it in their
bones. Recently, we had a bout of stomach bugs that kept the young ones out of school for a
few days but that is now past. We look forward to spring with great longing and, even more, to
the days when we have some new buildings and can house more people who want to come and
share the work. Even in the darkest days of winter, however, we are deeply grateful to the Lord
for His amazing love and for all his care and provision. We praise the Lord that we are all in
good health, that there have been no serious accidents and that our homes are tight and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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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tle have made it through the winter well and our herd continues to grow as new little
calves come along for which we are very grateful. We have received permission to build
another barn this year, which we will need so that the herd can continue to grow. The Ranch
will play a key part in suppor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We will use proceeds from beef
sales to provide scholarship support to students who could not otherwise attend the school,
especially those who have come from North Korea. So, pray for the Ranch to grow as well and
remember our community member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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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work on all these things, your prayers and words of encouragement are most important
to us. Thank you!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May--in English and Korean. Click the appropriate link below:
5 월 기도달력입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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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 is risen! We have been enjoying this season of the Resurrection and the coming of
spring. Here at the Three Seas, spring comes late. The rest of the country is abloom with
azalea, forsythia and cherry blossoms but we are still waiting! We had fresh snow on the
ground on April 29th! But there is enough evidence that the flowers and warm weather will
really and truly come to get us excited. Sometimes, it does seem like we wait forever for what
we know is promised. Then when it comes, we are especially thankful!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봄이 있는 이 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수령에 봄은 더디게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한창이지만, 삼수령은 꽃이 피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4 월 29 일에도
삼수령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곧 따뜻한 날씨와 꽃이 필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길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실현될 때에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Join us in giving thanks! 감사 축제에 함께 합시다!
On Friday, May 14th at 2:00 in the afternoon we are coming together to give thanks for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River of Life School. We want to invite you to join us in this Festival
of Thanksgiving. We are thanking God for all that He has done to bring us to this point and we

are thanking all the many, many friends who have given of their resources, their time and their
prayers.
5 월 14 일 금요일 오후 2 시부터 생명의강 학교 개교를 축하하고 감사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감사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 자원과 시간을 제공해 주신 우리의
친구들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Time: Friday, May 14, 2010 from 2:00 pm to 5:00 pm
Location: The River of Life School, Hasami Dong, Taebaek City, Kangwon Do, Korea
Speaker: Professor Kwang Shik Jeon of Koryo Theological Seminary
Performance: The Tabernacle of Shem traditional music group
Information: School Office telephone: 033-552-8787
일시: 2010 년 5 월 14 일 금요일 오후 2 시~5 시
장소: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생명의강 학교
강사: 전 광식 교수님 (고신대)
공연: 셈의 장막 (국악 찬양단)
문의: 생명의강 학교 교무실 (033-552-8787)

Even as we prepare for this special event, we are thankful for a new student who has just
started with us bringing the number of students up to nine. She and her parents joined us for a
recent Family Day. She liked what she saw so much that she told her parents that she wanted
to come to the school. We don't have much to show in terms of space or equipment but we
do have love for our students and it shows.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겐 감사할 일이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와서 학생수는 이제 9 명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온 학생은 여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5 월 가족의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날 행사를 통해 본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부모님께 생명의강 학교에 오고 싶다고 했고, 결국 입학하게 됐습니다. 공간이나
시설면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We also have many reminders daily that we are blazing new trails, breaking new ground in all
that we do as we seek to establish new cultural patterns that are not just Korean or just
American but are truly Biblical. Sometimes the process is painful and sometimes it is

exciting. Always, it is good--even when it hurts. Pray with us that the Holy Spirit work in and
through us, covering for our sin and weakness and teaching us as we go along. May all that
we do bring glory to God!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식도 미국식도 아닌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 양식을 세워 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아플 때
조차도 항상 유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센터
The consulting firm that has been guiding us in designing our new capital campaign is now
interviewing people outside our immediate stakeholder group. These interviews are going
well. We continue to learn a great deal about how people understand or don't understand what
we are trying to do. This is an extremely valuable process and very encouraging, too.
도움과 나눔 컨설팅 회사는 우리가 새로운 모금 운동을 계획하도록 도와주면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있는 삼수령 외부 인사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면담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 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Summer Plans 네번째강 계획 여름 일정
The following is a repeat from last month:
다음 내용은 지난달 뉴스레터 내용과 동일합니다.
Many people are asking us what our summer schedule is and when they can start registering
for our labor schools. We are working on the plans and have set some dates. We also
decided that, because of our work in relation to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our focus on the
capital campaign as well as our own limited human resources this year, we will have only one
open session. That will be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will run from July 26 to July
28. We are providing this for our own students and any other young people who would like to
come. It is a shortened program this summer. We will also have one or two other special
sessions for groups that we committed two last year. We have no open session for adults this
year.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여름 계획에 대해 물어 오시며, 언제 노동학교에 등록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여름 일정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강 학교 일과
모금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한 번의 노동학교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손도
부족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학교만 7 월 26 일부터 28 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과 누구든 원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던 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쉽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학교는 열지 못합니다.
I know many of you will be very disappointed to hear this. We hope that this will be true for only
this year. Once we are moving forward with construction plans for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new school and once we have a year's worth of experience with the school, we should be
able to offer more sessions next year. However, for this year, we have to pull back and use our
limited resources in the wisest way that we can.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실망하시겠지만, 이 상황이 올해만 해당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삼수령센터와 학교를 위한 건축 계획이 실행되고 학교도 1 년 정도 돼서
저희 경험이 무르익으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차수의 노동학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한된 자원을 할 수 있는 한 지혜롭게 운용해야 합니다.
Please pray for our summer program and for the years to come. We really look forward to
building the Center and having the facilities and manpower to offer a lot more in the way
of programs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It is an urgent need but we can only
take one step at a time. Thank you for your prayers.
여름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수령센터를
건축하고 북한 개방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확보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일이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목장과 공동체
The late spring has delayed our preparing of land and planing of corn but our cattle are in very
good health. We have permission to build a third barn that we need for our constantly
expanding herd for which we are thankful. As of this writing, we have 58 head of cattle. A new
calf was born a few days ago. God is good!
봄이 더디 오고 있어서 옥수수 농사를 위한 준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늘어나는 소들을 위한 세 번째 우사 건축이 승인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목장에는 58 두의 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송아지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s we work on all these things, your prayers and words of encouragement are most important
to us. Thank you!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의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Korea needs your prayers 한반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Everyone is, I am sure, aware of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al vessel, the
Cheonan. Investigators are agreed that all the evidence points towards the sinking as the result
of a North Korean submarine launching a torpedo at the ship while it was within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Consequ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are taking a hard line and have called on North Korea to apologize.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is reinstating various cold war policies that had been canceled over the past
number of years. North Korea, in the meantime, claims that they did not do it and that it is all
trumped up charges. Currently, polls in South Korea seem to indicate that most people are
accepting the governments statements as presented but there is a significant minority who
dispute some of the crucial evidence and are looking for other answers a s to how the ship
sank. There are many others who accept that it was a North Korean torpedo but strongly
disagree with the tactics that this government and other foreign governments are taking. They
are concerned that the situation could get out of hand very quickly particularly since we do not
really know how stable things are inside North Korea.
제가 확신하건 데, 모든 분들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조사관들은 북한 잠수정이 남한의 영해 내에서 발사한 어뢰로 인해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증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한 정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철회했던 냉전
정책을 다시 취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 모든 내용이 날조된 것으로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의 여론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가 제시한
성명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소수의 그룹은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천안함 침몰에 대한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 정부 및 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 사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손 쓸 수 없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The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increasing almost daily and the rhetoric gets
harsher on both sides. It is important that we pray that God's peace will come into this situation
and defuse it before either side goes too far. I believe that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the
sinking happened without NK central government authorization and that there may be factions
within the government that are vying for position. This may be one part of the military's way of
promoting their agenda. However, we really don't know.

남북한의 긴장이 거의 날마다 커지는 가운데 상호간의 비방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상황 가운데 임해서,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치우치기 전에 갈등이
진정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저 또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중앙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북한 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다른 당파의 소행일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해 나가려는 군부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Within the Church here in Korea there is a deep divide as to how to respond to the
situation. There is a very strong conservative element that believes that the only way of dealing
with North Korea is through strength, even if it should mean going to wa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trong, more liberal element that wants to promote dialog and patience while looking
for avenues of rapprochement. This split is more along generational lines than theology.
한국의 교회도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 촉발될 지라도 힘이라고 보는 강경 보수 노선이
있는가 하면, 두 나라의 관계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며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진보진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신학적이기 보다는 세대적인 이유에
기인합니다.
I do not believe that, despite the saber rattling, North Korea wants a war. It would be
suicidal. There is no way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uld survive one. It would be
totally devastating to the infrastructure and to the people of the land. On the other hand, the
nation is on a permanent war footing. This provides much of the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s measures. The official ideology of North Korea is song-gun or Army First. War
would be a great tragedy for the South as well especially with a great deal of its population
within a subway ride of the DMZ. Personally, I am not too concerned that war is likely. I am
more concerned about what is happening inside North Korea where the government is cracking
down in new and harsher ways on the possession of cell phones, unregulated radios, CDs and
DVDs and anything that can be construed as non-patriotic. This, along with the already severe
food and economic problems is bringing ever greater hardship to the people. At the same time,
I see the South doing things that are not necessary for self-defense (like renewing propaganda
blasts into the North) and only enrage the North more adding to the hightened tension.
북한이 무력으로 위협할 지라도 북한이 전쟁을 원한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쟁은 자살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가 스스로 살아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전쟁
도발은 북한의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민 전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전쟁이라는 토대 위에 영구적으로 놓이게 됩니다. 전쟁은 정부의 정책을 많은 부분
정당화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이념은 ‘선군’ 즉 군대 우선입니다. 전쟁은

남한에게도 끔찍한 비극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거주하는 많은 인명을 잃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쟁 도발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것은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입니다. 휴대폰, 라디오, CD, DVD 및 애국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든 물건의 개인 소유를 금하는 등 북한 정부가 전보다 훨씬 국민탄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식량 및 경제 문제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한 또한 자국 방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간 긴장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Pray for healing for this divided land and for the unity of Church in the will of God. Pray that
the belligerent rhetoric will cease and that both sides will start stepping back and look for
opportunities for dialog. Pray that God will use this whole incident for His holy purposes and
the men and women of God will put obedience to Him before all else.
분열된 이 땅의 치유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시다. 남북 모두
전쟁을 부추기는 상호 비방을 멈추고, 조금 물러서서 상황을 보면서 대화를 위한 기회를
물색 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순종하도록 기도합시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had a wonderful Festival of Thanks for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River of Life School on
May 14th. God gave us wonderful sunny weather on that specific day. We had had cold
weather and rain right up to a day or two before and it got cloudy again the day after. Thank
you, Lord! We had a good turnout--about 130 people--and lots of good food. The food was
prepared by the school parents who really worked hard at it. Our school parents are proving to
be a very dedicated group who continue to pray for the school and are always ready to help out.
지난 5 월 14 일 학교 개교를 축하하는 감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맞추어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행사 하루 이틀 전까지도 춥고,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 130 명에 이르는 손님들이 오셨고,
좋은 음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모두 학부모님들의 수고로 준비됐습니다. 생명의강
학교의 학부모님들 모두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언제든지 도움을 아끼지 않는
매우 헌신적인 분들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School is well under way now and everyone has settle into their responsibilities. It is an
exciting time as we mix cultures and approaches while exploring new ways to do
things. Everyone is learning--including the students! However, it is probably the principal, Liz

Torrey and our three regular teachers, Topaz Han, Sophie Jung and Koinonia Bae who are
learning the most.
학교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모두들 안정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문화와 접근 방법 등을 혼합해 가는 것은 실로
흥미진진합니다. 학생 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장인 리즈 토레이 선생님과 한 토페즈, 정 소피, 배 코이노니아 세 분의 선생님들이
일선에 있다 보니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센터
The month of June is important for us in that we will be winding up the first phase of our capital
campaign--the stage where we are gathering information on what people are concerned about
and how well we are expressing ourselves in relation to the need. We are working on our case
for support. We will keep you posted.
6 월에는 모금 운동의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금의 첫 단계는 어떤 분들이 우리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모금
명분서를 작성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Summer Plans 네번째강계획 여름 계획
Last month and the month before, I mentioned that we would be doing only one session of labor
camps this year and that would be for young people. We have had to cancel that plan as
well. We are closing our summer program for this year and probably for next year as well so
that we can focus our resources on the three major efforts that we have go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e capital campaign to build the Three Seas Center as a permanent home for the
school and a training center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and our cattle ranch.
지난 4, 5 월 뉴스레터를 통해서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학교만 한 차례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노동학교를
쉬고, 우리의 모든 자원과 힘을 다음의 세 가지 일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생명의강
학교와 학교의 영구적인 부지 및 북한 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가 될 삼수령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모금운동, 그리고 목장의 소를 키우는 일입니다.
This was not an easy decision for us to make and I know that we have disappointed people,
including ourselves, bu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we believe this to be best. We are
looking forward to relaunching our labor schools and other summer programs in new facilities in

three years' time--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schedule. We would appreciate your prayers
for this.
우리 모두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망하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3 년 안에 새로운 시설에서 노동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목장과 공동체
Our ranch community is really stretched these days with the three major efforts that we are
working on. It is taking its toll in our health but we are trying our best to care for one another
and to be wise in all we do. Prayers for wisdom for us as to what to do and what not to do are
most important.
우리 공동체는 요즈음 위의 세 가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느라 모두들 힘에 겹습니다.
건강이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서로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을 지 정하는 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실로 중요합니다.
The cattle ranch is not yet turning a profit because we need to keep expanding our herd, which
requires building new barns. We are dedicating a lot of effort to making the Three Seas Ranch
a top quality business and we see ourselves making progress but it is slow. We have been
very pleased that God has blessed our efforts so far and we are confident that he will continue
to do so. Our ranch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in the area. Recently, we received
recognition that our beef was the best in the Taebaek area and within the top 10% nationwide.
목장은 자체 운영 및 우사 건축으로 인한 시설 투자로 인해서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목장 운영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수익을 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에 축복해 주셔서, 모두들 기쁘게 하고 있고, 이 일을
지속할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삼수령목장은 태백 지역 내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고,
최근 우리 소고기가 태백 내에서 최고이며, 국내에서는 상위 10%에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s we eventually realize profits from beef sales in the future, they will be used to support The
River of Life School, especially in providing scholarships for young North Korean refugees here
in South Korea.

결과적으로 앞으로 소고기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한 내 거주하는
탈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생명의강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So, please keep us and all these things in your prayers. We depend on them. We are also
deeply grateful to your encouraging words and your financial gifts that are important for carrying
out God's work here. Thank you.
이 모든 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여러분의 기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를 위한 격려의 말과 재정적 지원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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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A few notes about some of the prayer points...
기도달력에 나온 기도제목에 대한 몇 가지 부가 설명들…
July 1: Prayer for Aijalon Gomes. Aijalon is a US Citizen from Boston, Massachusetts and a
graduate of Bowdoin College. He was an English teacher in South Korea who entered North
Korea from China and was arrested. After a short trial, he was sentenced to eight years in a
labor camp. His situation seems to be worsening. Quoting from a BBC article dated June 24,
"North Korea said it would use 'wartime law' against the 30-year-old if the US continued its
'hostile approach' over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This could mean that he could
be given life imprisonment or even executed. Do hold him up in your prayers. Other
Americans who entered North Korea illegally within the past number of months have all been
released. Aijalon alone has not been and there is little being done to put pressure on NK to
release him. An Internet search will get you a lot more information about him.
7월 1일: 아얄론 곰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얄론은 매사추세츠 보스톤 출신의 미국
인으로 보도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고, 체포됐습니다. 짧은 재판을 받은 후 북한 노동캠프에서 8년을 일하도록 형을 선
고 받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듯 합니다. 6월 24일자 BBC 기사를 인용하면,
“만일 미국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강경책을 유지하면, 북한은 30세 청년에 대해서 전시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대로라면 아얄론은 종신형을 받거나 처형될 수도 있
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
들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아얄론만은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석방을 위해서 북한
에 약간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July 5:

Anti-American and anti-South Korean propaganda.

The period between the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June 25, and the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July 27, just over one month, is a period when North Korea has
traditionally stepped up anti-American propagand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usually
included in this as a "puppet of the US."
7월 5일: 반미, 반한 선전. 북한은 6월 25일 한국전 기념일과 한 달 후인 7월 27일 종전협
정 기념일 사이의 기간을 전통적으로 반미 선전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남한
정부도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겨서 반대 선전을 펼칩니다.
July 12: NSA agents looking for missing persons. Starting in May, North Korea, began issuing

new plastic photo identity cards to all citizens. The last time new cards were issued was in
2004. In conjunction with issuing these cards and building a computer data base of everyone,
National Security Agency agents are going house to house checking for anyone who is
missing. If it is discovered that someone is missing from a household and the family cannot
prove that they died or are away on legitimate business, the missing person will automatically
be classified as a defector and the family will face some sort of punishment or other
consequence. This is another step in the increased crack-down on citizens ever since the
currency revaluation in November of last year. This is a particularly difficult perio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Keep them in your prayers.
7월 12일: 북한 안보국은 탈북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은 모든 주민에게
사진이 담긴 신분증명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2004년 카드를 발급한 이후 처음입니다. 카드
를 발급하고 모든 주민의 정보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위해서, 안보국 요
원들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누락된 주민들을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가택 방문시 누군가가
부재중인데도 가족들이 부재의 합법적인 사유(죽음/사업상 외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누락된
사람은 자동으로 탈북자로 여겨지고 가족은 처벌을 받거나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는
작년 11월 환율재평가 이후 강화된 탄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특별히 어려
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Our first semester is coming to a close. The last day of classes is July 21st and the official end
of school is Saturday, July 24th--a day devoted to parent-student-teacher conferences. As we
look back on this first semester, which began in heavy snow on March 2nd, we rejoice in all that
the Lord has done! We began with eight students and are ending the semester with
nine. (There are others who are interested in joining for the second semester.) Everyone has
been learning much. It has certainly been a time of learning for Principal Liz Torrey and our
three teachers as well as the students. Our school parents have also been learning a lot as
well. During the summer, we will be evaluating all that has transpired during our first semester
as we consider how to improve the school for the second semester.
첫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 종강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7월 24일에 방학을
하고, 이 날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만나는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폭설과 함께 지난 3월 2일
개교한 이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
다. 8명으로 시작해서 1학기말 경 한 명이 들어와서 9명이 됐습니다. (2학기에 학교 입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많이 배웠고, 리즈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들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2학기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름 방학 동안 1학기 동안 드러난 모든 부분들

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We were truly blessed with a number of significant gifts that God sent through blessed
benefactors--things we needed but had not asked for. The two biggest gifts were a 25
passenger van from a church in Seoul and a beautiful spinet piano (non-electric!) donated by a
piano dealer. The piano is a great addition to our worship time as well as giving student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van will be a great help as enrollment increases "Thank you" to our
friends and to the Lord!
하나님께서 고마운 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여겼지만 구하지 않았던 소중한 선물들을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선물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25인승 버스를 주기
로 한 것과, 피아노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어쿠스틱 피아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피아노가 와서 예배시간이 좀 더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배울 기회가 생겼습
니다. 25인승 버스는 학생 등록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동역
자된 친구들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센터
We continue to work on our capital campaign. The initial phase has taught us a lot and has
been a great encouragement as we have seen strong interest in supporting this effort. We are
now finalizing a variety of documents to be use to present the need to potential major
donors. This ushers in the beginning of our "quiet phase" in which we seek major funding
through direct contact with potential donors. In a number of months, we will be launching the
public phase of the campaign with some special events and announcements. You will be sure
to hear about those. In the mean time, if anyone is interested in becoming a significant
supporter as a major donor--or knows someone who might be--please contact me so that we
can talk. (My address is below.)
계속해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 운동 첫 단계를 지나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우리를 후원하는 데 강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액 잠재 기부자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할 다양한 문서를 마무리하는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잠재 기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명 “조용
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개월간은 특별한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서 모금운동에 대해
서 대중적으로 알리는 단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
다. 이 기간 중에라도 거액을 기부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런 분을 알고 계시다면 아
래의 제 주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 목장과 공동체
Beef sales are going very well. If you live in Korea and are interested in buying some top
quality Korean beef at a good price, call our office at 033-553-3395. Remember, our beef sales
go eventually to support The River of Life School. Also, if you live in Korea and are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a special project, "Calves for Scholars", being run for our benefit by Jubilee
Church in Seoul, check out this link: http://www.jubilink.com/cow.
소고기 판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한국에 살면서 좋은 가격으로
최고급 한우를 구입하고자 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033-553-3395). 기
억하실 것은 한우 판매 수익금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의강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한국
에 거주하는 분 들 중에서 서울의 주빌리 교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프로젝트인 “장학금을 위
한 송아지 후원사업”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이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jubilink.com/cow.
We continue to be sustained by the Lord at the same time that we are stretched by all that there
is to do. Lately, we have had to do a lot of repairs on our aging "temporary" buildings
here. We eagerly await the day when we will be able to begin construction on the Center and
have new homes to live in as well as a permanent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하여 긴장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계속해서 지탱할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곳의 노후한 임시 건물들을 수리했습니다. 우리는 센터 건
축이 이루어져서 생명의강 학교 뿐 아니라 목장 가족들도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될 날을 손꼽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Please keep us and all these things in your prayers. We depend on these prayers. We are
also deeply grateful for your encouraging words and your financial gifts that are important for
carrying out God's work here. Thank you.
이 모든 일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의
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격려의 말과 헌금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Many apologies!

I forgot to update the links below!

Sorry for the frustration and the extra

emal!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래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September--in English and Korean. Click the appropriate link
below:
아래를 클릭하시면 9월 기도 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Korean
Ifitwon'topen,downloadAdobeAcrobatReaderforfreefrom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위의 사이트가 열리지 않으면 링크된 사이트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첨부파일로 기도달력을 원하시면 제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Praise God for the Release of Aijalon Gomes!
아이잘론 곰즈의 석방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Over the past month, there was a concerted effort to pray for the release of Aijalon Gomes
from imprisonment in North Korea. God has heard our prayers. On August 27th, Mr. Gomes
was released into the care of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who had gone to Pyongyang to
ask for his release. Both Mr. Gomes and Mr. Carter returned directly to Boston Logan Airport
and Aijalon went home to his family.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에 억류된 아이잘론 곰즈의 석방을 위해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
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지난 8월 27일 곰즈씨는 석방됐고, 그의 석방을 기도하며 평양을
방문했던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곧바로 보스
턴 로간 공항에 도착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following link is raw footage of his departure from Pyongyang:
다음은 평양 출발 기사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http://video.ap.org/?f=AP&pid=ucXHWhR_nqwOmXgFhe_lqX4OtukN6CnB
This link shows his welcome home: 다음은 집에 돌아온 장면입니다.

http://news.yahoo.com/video/politics-15749652/21631994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Second semester is off to a great start! We have added two new students bringing us to a
total of 11. The 25 passenger bus that was donated to the school and which arrived the last
day of class for 1st semester came just in time! W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transport all
our students with the old 9 passenger van. We believe this gift is God's pledge that we will
need it more and more!
2학기를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신입생을 더 받아서 이제 전교생이 11명에 이르게 됐습니
다. 선물로 받은 25인승 버스가 방학하기 전날 도착해서 이제 9인승 봉고차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욱 분명하게 확신시켜주셨다고 믿
습니다.

The students were all excited to get back to school and to see each other after the summer
break. There were smiles and warm greetings all around. Brother Min Kyung Chan (member
of Jesus Abbey) who serves as our driver and maintenance man has been getting the boys
together with brothers from the Abbey on Saturdays for some great soccer. Everyone is
enjoying it and getting plenty of exercise. This past Saturday the students played the brothers
and the score was tied 10 to 10. This kind of fun and exercise as well as community
participation is really important for our vision of education and this school.
모든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어서 끝나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했습니다. 개학식날
은 따뜻한 미소와 인사말을 여기저기서 주고 받았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 및 통학을 담당해 주시
는 민 경찬 형제님(예수원 회원)은 그 동안 토요일마다 예수원과 생명의강 학교 남학생들을 데리
고 축구를 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실력도 향상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생명의강
학교 남학생들과 예수원 남학생들이 시합을 해서 10 대 10 동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즐기면
서 하는 경기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험이기도 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 비전과도 잘 맞기도 해서
중요합니다.

The School is looking for teachers for next year. If teacher applicants have not completed
Jesus Abbey's three-month postulancy program in the past, they should apply for this fall's
session. Upon completion of the program, they may apply for a teaching position.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in Korean at www.threeseas.co.kr. If you know of someone who might
be interested in this special ministry opportunity, send them to the website.
학교에서는 내년을 위해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중 예수원
의 3개월 지원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올 가을에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훈련을 마치면 교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threesea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직
에 관심 있는 분을 알고 계시면, 저희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센터
This past month has been a very busy one for Ben Torrey and Brother John Choi as we have
been meeting with people concerning the capital campaign and working on presentation
materials. We rejoic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responded positively to our invitation
to join the Campaign Committee. We will have an official start-up meeting of the committee in
October.
지난 한 달은 벤 토레이 형제님과 최 요한 형제님에게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모금 운동과 관
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몇 분은 흔쾌히 모금
운동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금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10월에 발족하려고 합니다.

Ben is travelling to the US in September for Empower 2010 in Seattle. This large NK missions
conference runs from September 10 to 12. Ben will be giving a plenary speach and doing a
workshop on The Fourth River Project. Following that, he will be travelling to San Diego and
the Los Angeles area for other speaking engagements. Specific information on these events is
on The Fourth River Project website at http://www.thefourthriver.org/home.htm. Check the
Programs and Events window. Please keep him in your prayers as he travels and speaks.
Please keep Liz Torrey in your prayers as she stays behind because of her responsibilities for
the school as principal.
벤 형제님은 시애틀에서 열리는 임파워 2010에 참석하기 위해서 9월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임파
워는 북한 선교를 위한 대규모 집회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벤 형제님은 본 강의
및 네번째강 계획에 대한 워크샵을 할 예정입니다. 집회에 이어서 샌디에고와 LA를 들러서도 강
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번째강 계획 웹사이트
(http://www.thefourthriver.org/home.ht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행사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정과 강연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강 학교장 역
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는 리즈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
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목장과 공동체
The community here at the Three Seas is doing well. We have just completed taking orders
for a successful pre-Chusok sale of beef (Chusok is the big fall harvest festival that falls on
Sept. 22 this year). The beef will be shipped out the second week of September in time for
people to share it with friends and family at Chusok.
삼수령 공동체 식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행하는 한우 판매도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추석은 올해는 9월 22일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추석무렵에 가족들과 한
우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에 한우 판매는 9월 둘째 주에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Our beef sales go eventually to support The River of Life School. Also, if you live in Korea
and are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a special project, "Calves for Scholars", being run for our
benefit by Jubilee Church in Seoul, check out this link: http://www.jubilink.com/cow.
한우판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의강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계시고, 서울 쥬빌리 교회가 진행하는 “송아지 장학금”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jubilink.com/cow.

Every month, when we send out the prayer calendar and this little bit of an update, we get a
lot of encouraging responses back from readers. These mean a lot to us. We also depend on
your prayers! And, of course, we are deeply grateful for your financial gifts that are
important for carrying out God's work here. Thank you.
매달 기도달력과 뉴스레터를 보내드릴 때,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과 반응을 해 주고 계셔서 저
희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재정적
지원은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 이루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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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계획의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면 PayPal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thefourthriver.org로 오셔서 첫 화면 하단의 "Make a Donation"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Or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아니면 네번째강 계획 미국 주소지로 수표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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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수령 센터, 생명의강 학교, 노동학교 등 목적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필요에 맞추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이나 재정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
면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미국에서 제세가 됩니다. 네번째강 계획은 비영리 단체
로 미국 세금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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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삼수령센터나 건축 계획에 헌금하기 원하시면 국민 은행 예수원
계좌(308-01-0329-028)로 하시거나, 삼수령 사무실(jasamsu@hanmail.net)로 메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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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강 학교에 헌금하기 원하시면, 우체국 계좌(21102-01-002331)로 하실 수 있습니다.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October--in English and Korean. Click the appropriate link
below:
아래에 국문과 영문 10월 기도달력이

있으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프로그램
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보다 빨리 보실 수 있도
록 이렇게 기도달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uccession Has Been Formalized 권력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The following is from an article by Shin Joo Hyun at 다음은 신 주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Id=nk01500&num=6851

"Kim Jong Eun, Kim Jong Il’s third son, has been publicly unveiled by his appointment to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Party and becoming a memb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at the third Workers’ Party Delegates’ Conference, which was
held on September 28th.
김일성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지난 28일 열린 제 3차 노동당 대표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n advance of the event, Kim was also invested with the title, “general”; a fact which Chosun
Central TV and Chosun Central Broadcast (the state radio station) announced at around 6 A.M.
on the day of the Conference."
이미 김정은은 이날 아침 6시 조선중앙TV 및 조선중앙방송에서 “장군”으로 호명됐습니다.

In addition to these announcements and the re-election of Kim Jong Il to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his sister, Kim Kyoung Hui, was also elevated to four-star general.
There is a lot of speculation as to what this means. We have some concern that this may
indicate a more hard-line approach being developed.
이외에도 김정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선됐고, 여동생 김경희는 4성 장군에 임명됐습
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측이 있지만, 강경노선을 취할 것에 대
한 우려가 있습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Website 네번째강 계획 홈페이지
We have updated The Fourth River Project website, www.thefourthriver.org. There were a
number of bad links on the various pages. These have been removed or fixed. In addition,
we have added a number of new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especially on the
Links page. I encourage you to take a look at our North Korea Knowledge Base. We still
need to add a lot more material to it. I am looking for a volunteer to search the Web or
elsewhere for good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update the site. If you are interested, let
me know.
네번째강 계획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링크가 많아서 번거로웠는데, 수정됐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링크로 첨가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만, 북한지식
창고는 여러분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좋은 정보를 찾아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자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continue to get inquiries for the school. Enrollment is now up to 12 with no more to be
received this year. Principal Liz is receiving applications for next year. We may well outgrow
our temporary quarters even before our lease on them runs out.
신입생을 계속 받아서 현재 재학생이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해는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리즈 교장선생님은 내년도 입학을 위한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사미 분교를
캠퍼스로 빌려 쓰는 기간 중에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학교가 성장할 듯 합니다.

Be praying with us that our efforts on developing a major capital campaign pay off quickly so
that we can begin building next year. We don't have much time but we know our God to be a
wonder-working God so are confident that He will make a way...
학교 건축을 위한 모금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에는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The School is looking for teachers for next year. Teacher applicants should have completed
Jesus Abbey's three-month postulancy program.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in Korean at
www.threeseas.co.kr. If you know of someone who might be interested in this special ministry
opportunity, send them to the website.
내년을 위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지원하시는 분은 예수원의 3개월 지원훈련과정을
마친 분이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삼수령 홈페이지(www.threeseas.co.kr)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역기회에 관심있는 분을 알고 계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Three Seas Training Center 삼수령센터
Ben Torrey had a good trip to the US in September to attend Empower 2010 and to speak at
two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The Empower conference was excellent. About 200
people with a heart for North Korea gathered near Seattle, WA for three days of workshops,
seminar and networking. It was a great encouragement to all who attended.
벤 토레이 형제님은 Empower2010 대회 및 남부 캘리포니아의 두 교회에서 강연을 위한 미국 여
행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Empower대회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북한에 대해 마음을 갖
고 있는 분들 약 200명 정도가 워싱턴 시애틀에 모여서 함께 워크샵 및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
석자 모두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Ben, with the strong support of community member, John Choi, continues to work on putting
together a capital campaign committee. This should be completed in October and will signal
the next big step in our fund raising campaign. Please lift these efforts up in your prayers.
벤 형제는 공동체 지체인 최 요한 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해서 모금운동 위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위원회는 10월중에 결성될 것이며, 모금 운동을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떼는 시
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f you or someone you know, would be interested in more information on our plans to build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and The River of Life School, drop a line to Ben Torrey. We will
be glad to send you our Case for Support and Business Plan.
삼수령센터와 생명의강 학교를 위한 건축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기 원하시거나, 관심있
는 분을 알고 계시면 벤 토레이 형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금 명분서와 사업 계획서를 보
내드리겠습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목장과 공동체

We had a successful beef sale prior to Chusok, the fall harvest festival. We will be selling two
more steers for December and Christmas as well as two next year for Luna New Years. Each
sale brings the ranch a step closer to profitability and the ability to provide scholarship funds
for North Korean students at The River of Life School
추석을 앞둔 한우 판매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크리스마스와 내년 설을 앞두고 12월중에 두 마리
를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를 통해서 목장은 좀 더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달해서 생명의강
학교의 탈북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If you live in Korea and are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a special project, "Calves for Scholars",
being run for our benefit by Jubilee Church in Seoul, check out this link:
http://www.jubilink.com/cow.
만일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계시고, 서울 쥬빌리 교회가 진행하는 “송아지 장학금”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jubilink.com/cow.

At this point, our biggest concern as a community is preparation for winter--our winters can be
brutal. The biggest issue at the moment is the antiquated water system providing water to one
of our barns and two of our houses. But, there are other things that we need to do soon, too,
like getting in adequate fuel supplies, repairs and so forth. We appreciate your prayer support
for all our people.
현재 공동체의 최대 관심은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태백의 겨울은 추위가 혹독하기 때문입니
다. 축사 한 군데와 두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이 노후해서 이를 손보는 것이 급선무입
니다. 이 밖에도 연료를 마련하고 시설 보수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 가족을 위해
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pecial prayer request: Sister Mayim Park who runs our office and answers phones is in the
hospital receiving extensive treatment for a very painful back condition. She may need to
undergo two to three months of treatment. She may also need surgery. At this point, we
aren't sure but we don't want to go that way unless absolutely necessary. Pray for freedom
from pain and a swift and complete recovery.
특별기도요청: 사무일을 담당하고 있는 박 마임 자매가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두 달에서 석 달은 소요될 듯 합니다. 가능한 수술은 피하
기를 원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임 자매가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all your encouraging words, your prayers and your gifts!
여러분의 격려의 말씀과 기도와 헌금에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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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thefourthriver.org에 가서 하단에 있는"Make a Donation: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수표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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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헌금은 미국 세금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생명의강 학교 : 우체국 201103-01-002331 (사)예수원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New Crack Downs in the North 북한의 새로운 규제
From an article on the Daily NK web site: 북한 일보에 나온 기사에서
"The People’s Safety Ministry has declared war on the use of vehicles for private gain,
according to a source, raising fears that another period of social upheaval is on the
cards...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안전부가 사적인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일대 전쟁을 벌
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증에 대한 규제 이후 또다시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a source from North Hamkyung Province reported on Sunday, 'A crackdown on sedans,
vans, and 1.5 to 2-ton trucks belonging to individuals has begun under a decree handed
down by the People’s Safety Ministry on the 18th. Now, all traffic safety agents are
checking car registration documents, vehicle licenses, car permits and driver’s licenses on
the streets.'"
지난 일요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18일부터 인민안전부가 발표한 강령에 따라
서 개인소유의 자가용 및 승합차와 1.5-2톤의 화물 트럭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한다고 합니
다. 이제부터 교통안전요원들이 자동차 등록증 및 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을 도로에서 확인하
게 됩니다.

For the complete article follow this link: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Id=nk01500&num=6941
Privately-operated verhicles, many of them registered to factories and collective farms, are
the backbone of the North Korean transportation system. This new crackdown could
destroy that system and along with it perhaps the most effecient way of distributing food.
It is also a system that is critical to the economy not only for distribution but also simply
in terms of the cash that is generated and circulated. This could have a severe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in general in addition to aggravating food distribution. It appears
to be a symptom of a growing desperation on the part of the leadership to maintain or
regain control over the populace in the face of the impending transition from father to
son. These vehicles are called "servi-cha", a combination of the English word "service"
and the Korean word for vehicle, "cha."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 중 다수는 공장이나 집단농장 소유로 등록돼 있으며 북한 교통체계
의 중심입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서 교통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며, 원활한 식량 분배
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배를 위한 시스템 뿐 아니라 현금회
전이라는 측면에서 시스템인데, 식량분배가 악화되는 것에 더해서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악영양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임박한 부자승계를 앞두고 북한 지도부가 인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강렬한 열망의 징후인 듯 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영어 “서비스”
와 한국어 “차”를 합성하여 “서비차”라고 부릅니다.
Please keep this in your thoughts as you pray for North Korea.
북한의 실상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Website 네번째강 계획 웹사이트
Last month I published a plea for help on our Fourth River Project knowledge base at
www.thefourthriver.org. In response, a graduate student who has spent time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researching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volunteered to provide
input and help with maintenance. I want to express our appreciation to Marie-Laure
Verdier. We have posted a number of her book reviews on the site under the subjects
of Understanding North Korea, History and Strategies. Check back every now and then
for more updates.
지난달에 네번째강 계획 웹사이트 www.thefourthriver.org의 지식창고를 관리해 줄 사람을
구하는 편지를 드렸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북한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대학
원생이 자료를 올리고 관리하는 역할에 자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리 로어 베르디에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현재 웹사이트에는 북한의 역사와 전략 이해라는 주제 아래 그녀
가 쓴 많은 서평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개편될 테니 주의 깊게 살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are into the final quarter of our first year and are pleased with all that has been
accomplished. Compared to where we were a year ago--with nothing--we rejoice in all
that God has done.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us that we keep these things in mind
as we look forward to the challenges of next year. Our school families and the students
continue to demonstrate a deep love for the school, this work that God is doing in our
midsts. At the same time, they also share freely about the issues and challenges that
face us. We are grateful to them for their honest input and for their prayers. This is the
time when we all are feeling the stresses of pioneering. Please keep Principal Liz
Torrey, our teachers, our students and their families in your prayers.
개교 첫해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기쁘기만 합
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1년 전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할 수밖
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가 만날 도전과제들을 생각하면 올해를 기억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가족들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교에 대한 깊은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식구들의 정직한 나눔과 기
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개척의 스트레스를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과 교사들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have a particular challenge in that the School is still looking for teachers for next
year.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in Korean at www.threeseas.co.kr. If you know of
someone who might be interested in this special ministry opportunity, send them to the
website.
학교는

계속해서

내년

학기를

위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hreeseas.co.kr에서 확인하시고, 혹 주변에 교사로 섬길 특별한 사역 기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e have a major fund-raising banquet coming up at the end of the month to raise the
bulk of the funds needed to operate the school next year. This will be at MCM Haus in
Seoul. Please keep this effort in your prayers. In addition to the banquet to meet the
operational budget for next year, we continue to work on the capital campaign to build
the future home of The River of Life School.
이달 말경에 내년도 학교 운영 예산을 모금하기 위한 후원행사가 서울의 MCM 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을 위한 운영자금을 모금하
는데서 그치지 않고, 생명의강 학교 캠퍼스를 이전할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한 모금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If you or someone you know, would be interested in more information on our plans to
build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and The River of Life School, drop a line to Ben
Torrey. We will be glad to send you our Case for Support and Business Plan.
삼수령 센터와 생명의강 학교 건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벤 토레
이 형제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작성한 모금 명분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꺼이 보내 드리겠
습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목장과 공동체
Last month, I asked prayer for our community member, Sister Mayim Park who faced
surgery for a herniated disk in her back. The surgery was a great success and God
provided in special ways to meet the financial need. We thank God for His care and
provision. Sister Mayim is recuperating well. Thank you for your prayers.
지난달 저희 공동체 식구인 박 마임자매가 허리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재정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임자매는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We have been working since March on bringing our ranch operation up to meeting the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that rate HACCP approval. Last week was the final inspection
of our systems and facilities. We will hear the results soon. We thank God that it
seems to have gone very well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this valuable
recognition. Of course, it is not final yet, so we don't know for sure but we have a good
sense about it. The whole ranch operation is going well and looks great. We are also
about to complete our third barn and expect to move a goodly portion of our growing
herd into it within a couple of weeks.
지난 3월부터 삼수령목장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HACCP(유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주 목장 시설 및 한우 관리 체계에
대한 최종 심사가 있었고 곧 이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해 주
셔서 목장이 중요한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목장 전체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고, 보기에도 좋습
니다. 곧 이어서 세 번째 축사 건축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2주 안에는 소들이 신축사로 이
사가게 될 것입니다.

We have a beef sale coming up in time for Christmas for people in Korea. If you are
interested or know someone who might be, go to our Korean language web site for the
announcements as they come. www.threeseas.co.kr
12월 성탄절을 앞둔 한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threeseas.co.kr

If you live in Korea and are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a special project, "Calves for
Scholars", being run for our benefit by Jubilee Church in Seoul, check out this link:
http://www.jubilink.com/cow.
만일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계시고, 서울 쥬빌리 교회가 진행하는 “송아지 장학금”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jubilink.com/cow
Thank you for your prayers for our winter preparations. They are going better this fall
than in past years. We are expecting a lot of snow and cold but should be ready when
it comes.
월동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보다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올
겨울에도 많은 눈과 추위가 예상되는데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all your encouraging words, your prayers and your
gifts!
여러분의 격려의 말씀과 기도 및 헌금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님들께,

The Current Tensions 현재의 긴장
Most of you will be aware of the current heightened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 North Korean shelling of the South Korean island of Yeonpyeong and the curre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the area. Many people have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we are in
danger. Please be assured that we do not anticipate any direct danger as a result of this situation;
however, there is a great need for prayer. My own personal conviction is that there is a lot of
posturing going on by both sides. Whenever this occurs,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someone
could miscalculate and things could go too far. But, I do not think that will happen. I believe that both
sides will find a way to back down without losing face. My greater concern, actually, is that this is
really a smaller part of a bigger picture involving the US and China. It is important that we be praying
for relations between these two super powers at the same time that we are praying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ly, the rivalry between continental powers--China, Russia--and
maritime powers--Japan, the US--have played out in battles in Korea, the land caught between. Pray
for wisdom for all the leaders involved.

모두 아시듯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중인 한미 군사
훈련으로 인해 남북간 긴장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은
없을 것으로 알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남북 양측이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견제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다 항상 누군가는 계산을 잘못해서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양측이 더 이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물러설 방법을
찾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더
큰 그림에 있어서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륙간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해상의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서의
전쟁에 어떤 역할 했고, 한반도는 이 들 사이에 끼여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had a very successful fund raising dinner the last day of November. The dinner was sponsored
by the Sungjoo Foundation (www.sungjoofoundation.com) at the Koon Restaurant in the lower level of
MCM and Sungjoo Group World Headquarters, MCM Haus in Seoul. The funds raised at the banquet
will underwrite the operational budget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for the coming year. We praise
God for His blessing and thank all our friends who came. We are especially grateful to Sungjoo
Group Chairwoman and Fourth River Project, Inc. board member, Ms. Sungjoo Kim.

11 월의 마지막 날이 어제 저녁 모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금행사는
서울에 있는 성주재단의 서울 본부인 MCM 하우스 지하에 있는 “그안” 식당에서
열렸고, 성주재단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로 모금한
돈은 내년도 생명의강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
드리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주 그룹의
대표이시며, 네번째강 계획의 이사이신 김성주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One of our students and a school parent couple spoke very eloquently. We were also deeply blessed
by the well known Korean Christian singer and old, old friend of the Torrey family, Ms. Song Jung Mee.

생명의강 학교 학생 한 명과 학부모님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또한 유명한 가스펠 가수이며 토레이 가족과 오랜 친구이고 한 송
정미씨가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셔서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Principal Liz Torrey gave an inspiring report on the past year. If you are interested, you may read the
talk at the following link: River of Life School 2010 Report. We will publish the Korean version of this
talk at a later date on the www.threeseas.co.kr website.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은 지난 1 년간의 학교 보고를 인상 깊게 나눠주셨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음의 2010 년 생명의강 학교 보고River of Life School 2010
Report. 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십니다. 후에 저희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keep the school in your prayers as we continue preparing for next year!

학교가 내년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 목장과 공동체
Last month I mentioned that we anticipated receiving HACCP approval for the Ranch. Now, I tell you
definitively that we have received it. Praise God!

지난달 말씀 드린 대로 목장은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Winter at the Three Seas Ranch is never easy. Please keep our community in your prayers. Liz and I
will be in the US for the months of December and January for Christmas with our family and a couple
of important conferences. One of our families will be leaving at the end of the year, completing their
commitment to two years of service. As I mentioned last month Sr. Mayim Park is out on sick leave
because of her back surgery. This leaves two families--the John Choi family and the Annan Cho
family--along with one single sister, Tabitha Kang, to care for everything through the coldest
time. They would be blessed by your prayers. I, personally, am deeply grateful to their faithfulness
and hard work.

삼수령목장의 겨울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즈자매와 저는 성탄을 미국에 있는 가족과 보내고,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12 월과 1 월에 미국에 머물 계획입니다. 공동체의
한 가정이 2 년간의 일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씀 드린 대로 박 마임 자매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가중에 있어서 이제
목장에는 최 요한 형제 가정과 조 아난 형제 가정, 그리고 강 다비다 자매만
남아서 가장 추운 기간 동안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실한 섬김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Have a wonderful Christmas!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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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thefourthriver.org 에 가서 하단에 있는"Make a Donation: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Or또는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수표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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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헌금은 미국 세금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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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삼수령센터와 건축에 헌금하기 원하시면 다음의
예수원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생명의강 학교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이름으로 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생명의강 학교 : 우체국 201103-01-002331 (사)예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