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Friends,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January--in English and Korean. Click th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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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hing all of you a very HAPPY NEW 

YEAR!!!  May the Lord fill your year of 2012 with 

joy and blessings!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2012 년을 기쁨과 복으로 채워주시길! 

  

The Situation in the North 

As most everyone is aware, Kim Jong Il died on December 17th, reportedly of a heart attack 

while traveling on a train to give on-the-spot guidance.  North Korea is wasting no time adding 

to his myth, reporting miraculous events surrounding his death.  His third son, Kim Jong Un 

seems to be moving into position as North Korea's new supreme ruler without much difficulty 

although the test will be in how things work out over the next six months or so.  Already, though, 

it appears that the new ruler is showing himself to be as ruthless as his father.  Again, no time 

is being wasted in building up a new cult for the son who supposedly thrashed 70 US soldiers 

who attempted to invade North Korea last year... 

알고계시듯이 지난 12 월 17 일 김정일이 기차여행중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기적들을 보도하면서 김정일의 신화를 덧붙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 김정은은 큰 어려움 없이 북한의 새로운 최고 지배자의 자리에 앉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정권이 무리 없이 가는 지는 앞으로 6 개월 이상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김정은은 그의 부친만큼이나 무자비한 지도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에 침투하려 했던 미군 70 명을 때려눕힌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을 향한 새로운 

신화를 세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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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everyone has had to demonstrate their deep sorrow through copious amounts of tears, 

the word on the street across the border is that some are glad to see Kim Jong Il gone and are 

expressing themselves freely.  Immediately following the leaders death, there was a pretty 

severe crackdown on gatherings and markets were closed; however, the 'grasshoppers' were 

allowed to keep selling from their street corners. 

북한의 모든 주민이 엄청난 양의 눈물로 그들의 깊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경 지역의 

거리에는 김정일의 죽음을 기뻐하며 이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구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에 이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시장도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뚜기’은 거리 구석 구석에서 판매를 계속하도록 허락받고 있습니다. 

  

Several of the above items have been drawn from the NK Daily news site, English language 

version, and Open Radio for North Korea (English  Korean). Here is a link to the Korean 

version of NK Daily.  Another good sites for North Korea news and analysis is 38north.org. 

위의 내용은 북한 매일신문의 영어 버전과 북한 라디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기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북한 기사에 대한 분석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School's out for the winter!  We had our first Middle School graduation on December 22nd at 

Jesus Abbey.  Nine young men and young women received their diplomas from Ben Torrey as 

director of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a new study Bible from Principal Liz Torrey.  The 

festivities were kicked off with a humorous skit about life at The River of Life School as 

experienced by the graduating students.  This was followed by an excellent speech by student 

Yeji Kim who spoke at the request of her classmates.  She reviewed the mission of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what she and her classmates had received there. She gave thanks to the 

faculty for their love as well as their good teaching, to the parents for sending them to such a 

wonderful school and to God for making it all possible.  All nine graduates are returning to be 

the first River of Life School high school class.  We all look forward to having our first high 

school graduation in another three years with the same students!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 월 22 일 생명의강 학교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은 예수원에서 있었으며 9 명의 중학교 3 학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네번째강 

프로젝트 본부장인 벤 토레이 형제님에게 졸업증서를 받고, 교장 리즈 토레이 선생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졸업생들이 경험한 생명의강 학교 생활을 재미난 

연극으로 표현해서 축제기분을 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권유로 김예지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멋지게 발표했습니다. 생명의강 학교의 사명이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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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학교에 자신들을 보내준 부모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졸업생 9 명 모두 내년에 생명의강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이 학생들 모두가 3 년후에는 다시 고등학교를 마치는 첫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The week following graduation and Christmas was filled with wrapping up progress reports and 

the like as well as meeting with new faculty who have joined for the new school year that starts 

on March 2nd.  Hopefully, this month of January will be a restful one for students and teachers 

alike even though there are still a few things to be done like vacation homework, some 

accounting and accepting applications for new students. 

졸업식과 성탄절에 이어서 교사들은 학기말 학생 성적 보고서를 작성했고, 내년부터 함께 

근무하게 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 숙제가 있고, 

교사들도 몇 가지 회계보고와 신입생 입학사정 등의 일이 있지만 모두에게 1 월 한 달이 

휴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Principal Liz will be traveling with Ben to the US for the month of January to be with family and 

so that they can spend some time with Ben's mother, Jane Torrey. We would appreciate your 

prayers for our trip. 

리즈 교장 선생님은 1 월 한 달 간 벤 형제님과 미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벤 형제님의 어머니인 

현 재인 사모님과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Things are fairly quiet at the Three Seas now that winter has settled in.  A very heavy snowfall 

in early December caused some damage, breaking limbs off trees, causing two of our summer 

program tents (women's shower tent and staff tent) to collapse and threatening roofs.  The 

snow is still around as very little has melted.  The temperature has hardly gone above freezing 

all month. We are truly grateful, however that our cattle are fine, no major frozen pipes in the 

barns or houses and we have a brand new warm home for one of our ranch families! 

삼수령은 완연한 겨울에 접어 들었지만 조용합니다. 12 월 초의 폭설로 나무가 부러지고, 

여름 캠프를 위해서 사용하는 천막 두 동(자매 샤워장과 스탭용 천막)이 내려앉으면서 

지붕이 파손됐습니다.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사방에 보입니다. 한 달 내내 기온이 영하여서 

눈이 좀처럼 녹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소들은 모두 건강하고 축사와 모든 

집들은 동파사고 없이 안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사가 완공되어 모든 가족들이 

따뜻합니다.  

 



This past summer, we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from whom we lease 

the ranch property, to replace three of our small dilapidated temporary houses with brand new 

"manager" homes.  These are to provide housing for those who manage the ranch.  One family 

moved into the first of these in December and are enjoying it thoroughly.  We expect to have 

the funds to build a second one in the spring.  Once we do, we will tear down two of the old 

houses.  This has been a great encouragement to us. 

지난 여름 우리는 목장 땅을 대부해 준 산림청으로부터 기존의 낡은 집을 새로운 관리사로 

교체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목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으로 허가받은 

것입니다. 한 가정은 12 월에 신축된 관리사로 이사해서 새로운 환경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봄에 두 번째 관리사를 지을 자금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건물 두 채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We expected to get the construction permits needed to begin the first phase of construction on 

the center in December.  The main work outstanding was the completion of a road 

survey.  Work on that got snowed out by the big storm.  With over of foot of snow in the woods, 

we will have to wait until spring to finish the survey.  We are not anticipating any great problems 

with getting the permits.  We have the funds needed to complete all the preliminary work.  We 

are trusting the Lord that we will have the money to actually build when time to break ground 

arrives.  This first phase will be Community Village. It will house The River of Life School, 

provide dormitories for students as well as homes for teachers and other community members. 

You can pray with us for the Lord to provide...   

12 월에 센터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도로 

측량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숲에 눈이 너무 많아서 봄까지는 작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초 작업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땅이 녹아서 실제 건축이 가능해 질 때 주님께서 

필요한 자금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센터 건축 1 단계는 생명의강 학교의 캠퍼스와 

기숙사 및 공동체 식구들의 숙소가 들어설 공동체 마을입니다.  

  

As mentioned above, Ben and Liz will be in the US for the month. 

위에서 언급한대로 벤, 리즈 부부는 이번 달 미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Update on Jane Torrey 현 재인 사모님 소식 

Thank all of you for your prayers for my mother.  She has thoroughly enjoyed the cards and 

letters that so many of you have sent.  She repeatedly asks me to make sure that all of you 

know how much she appreciates hearing from you.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카드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듭 제게 여러분들이 전해 주신 소식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지 알려 달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Her situation seems to have stabilized for the time being.  We do see evidence that the brain 

tumor continues to grow.  It is gett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her to express her thoughts in 

words; however, she is very alert and suffers no pain, thank the Lord. From time to time, she will 

have a minor seizure usually in her right arm and hand.  She is not able to use her right arm or 

leg at all. She did enjoy a very pleasant Christmas with both of my sisters and went out for 

dinner at a friend's home.  She continues to enjoy visits from old friends.  We are truly grateful 

to the Lord for all of His provision for her, for the many friends that she has made among the 

other residents and the staff of Cascades.  She is well loved by many there.  It is a great 

comfort to me to know that she is well cared for in a beautiful place.  Liz and I are looking 

forward to spending more time wit h her this month. 

어머니 건강은 잠시 정체기에 있는 듯 합니다. 뇌종양이 더 커지고 있는 증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신은 

맑으시고 고통도 없으셔서 주님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오른쪽 팔과 손에 경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이번 성탄에 두 여동생이 함께 있어서 즐겁게 보내셨고 친구 집에 방문해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또한 옛 친구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머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캐스테이드에 머물면서 

함께 있는 분들 및 직원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즈자매와 저는 이번 달에 어머니와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s always,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for your financial support!  We are deeply grateful 

to all of you who write us and who contribute on a regular basis.  It is the small amounts that 

come in faithfully every month that are so encouraging.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재정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글을 써주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매월 소정의 헌금을 성실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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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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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February--in English and Korean. Click th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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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상황 

Well, everyone wonders how things are changing in the North under the new leadership.  As would 
be expected, it seems that things are tightening up as the new leadership cracks down on those who 
did not mourn quite enough for the late Kim Jong Il and gets set to purge out any who are not 
completely enthusiastic about his son, Kim Jong Un. It has been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for the 
underground church as well.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appear very concerned about stability, 
even to the point of sending in tons of food and fuel.  Daily life is finally starting to settle down some 
after all the mourning and self-examination sessions that followed. People are glad to see 
the jangmandangs open again. At the same time, all those fancy apartments that have been built in 
Pyongyang still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as people are abandoning them for relatives' poorer 
homes that happen to have heat--it is a cold winter.  There are also those who vote with their feet by 
leaving the country. The authorities, though, do not like the message that sends so efforts have 
increased to seal the border.  At the same time, a voice of criticism that is not easily silenced is Kim 
Jong Un's older brother who seems to be enjoying the protection of China.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 체제하에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김정일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속하고, 아들 김정은 

체제를 열렬히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게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정부도 체제 안정을 염려하며 북한에 수 톤의 식량과 연료를 

보내려 합니다. 김정일 애도기간과 자아비판 시기가 지나자 일상생활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다시 재개되어 주민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양에 세워진 최신 

아파트는 마무리가 안된 채 있습니다. 친척들의 주거 상황을 염려한 사람들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아파트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걸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국은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의 형은 중국의 

보호아래 이를 즐기고 있는 듯 합니다. 

  
On a lighter, more beautiful note, we do want to let people know that there is some pretty good art 
being produced outside the official propaganda mills in the North.  Here is a site dedicated to the art 
of Kaesong, the ancient capital of the Koryo dynasty and a something of an artists' colony. 

좀 더 가볍고 아름다운 소식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공식적인 선전과 별개로 북한에서 

창작되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고려왕조의 수도인 개성의 화가들에게 

헌정한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Art and culture, especially theater and music are also very good ways too 
communicate realities from heart to heart--to put emotional flesh on the bare bones 
of the news reports.  Two good musicals about the situation in the North have been 
created recently and performed in South Korea.  One has also come to the US. 
They are Until the Day and Yodok Story. 
예술과 문화, 특히 연극과 음악은 마음과 마음으로 실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사건보도라는 메마른 뼈에 정서적인 살을 붙여줄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알리는 뮤지켤 수작 두 편이 

최근 남한에서 상연되었고, 그 중 한 편은 미국에서도 공연되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와 “요덕 

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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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of the above items have been drawn from the NK Daily news site, English language 

version, and Open Radio for North Korea (English  Korean). Here is a link to the Korean 

version of NK Daily.  Another good sites for North Korea news and analysis is 38north.org. 
위의 내용은 북한 매일신문의 영어 버전과 북한 라디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기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북한 기사에 대한 분석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his is the time of preparing for the next school year.  Families are coming for interviews and 
students are being enrolled.  New faculty are coming and settling in while everyone is working to get 
ready for the opening of school on March 2nd.  There is a lot of anticipation in the air.  There are also 
some very real challenges ahead for this next semester.  Please keep our new faculty and returning 
faculty in your prayers.  Pray especially for Principal Liz as she leads the school into the new year. 

생명의강 학교는 지금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면접을 위해 오고 있고 

학생들은 입학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직원들이 돌아와서 3 월 2 일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몇 가지 실제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직원과 기존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즈 

교장선생님이 올 한 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The Three Seas 삼수령 

Some major changes are coming at the Three Seas this month and the near future.  Two families 
who have been at Jesus Abbey are moving to the Ranch.  At the same time, Ben and Liz will be 
moving from the Ranch to the Abbey.  Brother John Choi and his family are preparing to go on 
sabbatical for a year starting in March as also is Sister Mayim Park.  All of these moves are being 
made with a lot of prayer as we seek God's will for each person and family.  While we are not sure 
how it will all work out, we are trusting God to direct all our steps.  Along with all of this, Ben and Liz 
are also seeking God's guidance concerning the best way to care for Mother Jane.  Please pray with 
us for guidance and for all these changes. 

2 월, 3 월 사이 삼수령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원에 살 던 두 가정이 목장으로 

들어 오고, 벤, 리즈 부부는 목장에서 예수원으로 이사합니다. 최요한 형제 가정과 박마임 자매는 

3 월에 안식년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위해 또한 공동체가 각 

사람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모두에 더해 벤, 리즈 

부부는 어머니 현 재인 사모님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Update on Jane Torrey 현 재인 사모님 최신 소식 

Liz and Ben were able to spend two weeks with Mother Jane in Greenville, SC during January.  It 
was a very good and important time.  Through it, we also came to understand her situation 
better.  The main thing we now see is that her condition is quite stable for the next few months.  The 
tumor does continue to grow but slowly.  As a result, we are no longer thinking in terms of her 
continuing with us for weeks but rather for a number of months to come.  Accordingly, we see that we 
need to reassess everything related to her care.  When we first took her to Cascades in Greenville 
last spring, we had no idea that she would be there for close to a year.  We originally thought her leg 
would heal in a month or so and she would be back at the Abbey by the end of summer.  Of course, 
that is not the way it turned out as one crisis led to another.  As we come to grips with this new reality, 
we are seeking wisdom as to what is the best for her and how we, her family, can be with her 
more.  Ben's sister, Yancey, has been with Mother Jane faithfully for many months now.  His other 
sister, Debernier, has also spent time with her as she was able to get away from her new job as a 
professor at the State University of Utah. It is time for others of us to take up some of the 
responsibility. 

벤, 리즈 부부는 지난 1 월 중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현 재인 사모님과 2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향후 몇 달 간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양은 계속 

자라고 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머니께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은 더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0679&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english.nkradio.org%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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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0679&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38north.org%2F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간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재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봄 처음 어머니를 그린빌로 모실 때만 해도 그곳에서 

한 해를 보내실 줄 몰랐습니다. 한 달 정도면 다리 치료를 받고 여름을 나고 예수원으로 

돌아오실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생각과 달리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께 최선이며 우리 가족이 어머니와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벤 형제) 여동생 옌시 자매가 오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막내 여동생 버니 자매도 유타 주립대 교수직에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기입니다. 

 
Her greatest struggle these days is with anxiety and the frustration of not being able to care for herself 
or to move on her own.  She is confined to her bed or her wheel chair.  She has to rely on others to 
move her around and to help her with her personal care.  This is difficult for her.  We also see that 
the tumor, in addition to its affect on her right arm and leg, which she can no longer use, makes it 
difficult for her to express her thoughts and stirs up a great deal of anxiety.  Please keep her in your 
prayers.  I will be sending out another update on her in a couple of weeks. 

요즘 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좌절하며 불안감과 싸우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침대나 휠체어에만 계셔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며 

개인적인 돌봄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점 때문에 어머니는 힘들어 하십니다. 또한 뇌종양으로 

인해 오른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이 엄습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주후 쯤 어머니 근황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She is deeply grateful to all who have written her. The highlight of the day is when the lady who brings 
the mail stops by.  She wants all of you to know how much she treasures each and every note and 
card.  We are also very thankful for the financial gifts that many of you have sent.  These are a great 
help with the expenses.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Thank you.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다. 하루 중 우편물을 배달하는 

부인이 방문할 때가 가장 즐거운 때 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 모두를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모든 카드와 글들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보내주신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You can write her at: 다음은 어머니 주소입니다. 

 
Jane Torrey 
Room 330 
Cascades Verdae 
30 Springcrest Court 
Greenville, SC 29607 
  
As always,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for your financial support!  We are deeply grateful to all 
of you who write us and who contribute on a regular basis.  It is the small amounts that come in 
faithfully every month that are so encouraging.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재정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글을 써주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매월 소정의 헌금을 성실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0679&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March--in English and Korean. Click the link below: 

3 월 기도 달력이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아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파일을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기도달력을 첨부파일로 받아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Before getting on to news and reports, I need to apologize for this calendar being late, 

especially the Korean version.  February is a short month so it often takes a little more 

organization to get things out on time.  In addition, we are in the process of bringing 

my mother, Jane Torrey, from Cascades Verdae in Greenville, SC to our home in 

Connecticut.  This has meant that I came from Korea to the US this week--always lose 

a couple of days of productive work that way.  Things are set to bring her to 

Connecticut on Wednesday, March 7.  After that, Liz, will be with her to oversee her 

care while I go back to Korea.  As you can imagine, a lot of other things have fallen to 

a lower priority.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앞서 3 월 기도달력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판은 좀 더 늦어졌습니다.) 2 월이 짧고 제 시간에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제 어머니 현 재인 여사를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캐스케이드 베르데에서 커네티컷의 저희 집으로 옮겨 모시는 중이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한국에서 나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차문제로 이틀은 소모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3 월 7 일 수요일에 

어머니는 커네티컷에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 후 리즈 자매가 계속해서 어머니를 

간호하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We are deeply grateful to God for this special time that we will have with her as she 

spends her final months with us in our home.  Please keep her in your prayers.  She 

still struggles with heightened levels of anxiety that we think ar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growing (slowly, thank the Lord!) brain tumor.  We appreciate your prayers for her 

and for us during this time.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209&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PDF%2520Documents%2FPrayer%2520Calendar%25202012-03%2520Eng.pdf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209&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PDF%2520Documents%2FPrayer%2520Calendar%25202012-03%2520Kor.pdf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mailto:bentorrey@thefourthriver.org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하신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뇌종양이 느리지만 서서히 자라고 있어서 이로 인해 불안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In the process of moving from the Three Seas Ranch to Jesus Abbey (which Liz and 

did in February--along with everything else...) and getting ready for my current trip to 

the US, I came across a collection of email addresses that we had collected several 

years ago at a North Korea School that we put on in Ann Arbor, Michigan.  I 

discovered that these addresses had never been entered in our mailing list for which I 

apologize! I want to welcome all of you who attended that school and are just now 

starting to get the prayer calendar and our news.  I will add a bit of background to each 

of the reports below for your sake.  If you want to know more, always feel free to email 

me. 

저희 부부가 지난 2 월 삼수령목장에서 예수원에서 이사하고, 제 미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연히 몇 년 전 미시간주 앤 아버에서 열렸던 북한학교 때 받은 이메일 

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동안 이분들께 소식을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리고, 그 당시 

북한학교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을 저희 뉴스레터를 보내는 새로운 식구로 환영하고 앞으로 

매달 기도달력과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각 소식마다 그에 따른 

배경을 첨가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자유롭게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의 상황 

Many of you will be aware of the recent arrest of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their threaten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We are not sure if a few have been 

repatriated already but we are confident that, as of this writing, most have not.  The 

international outcry against China's policy concerning North Korean refugees (commonly known 

as defectors) appears to be effective in keeping them in China.  We do need to keep up our 

prayers for them and pressure on the Chinese government. We expect that as soon as things 

die down in the worl d news that China will quietly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where they 

will likely face torture, imprisonment and possible death.  Pray that, instead of sending them 

back, China will release them.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자들이 체포됐고 북송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몇 명은 북한에 돌려보내진 듯 하고, 아마 이 글을 쓰는 즈음에는 대다수가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1500%26num%3D8862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0100%26num%3D8904


송환됐을 것입니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중국에서는 효력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론이 진정되어 세계뉴스에서 중국 내 탈북자 정책에 관한 뉴스가 사라지면 중국은 

조용히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그곳에서 맞는 결과는 

고문과 투옥 그리고 죽음일 것입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고 석방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In the meantime, the North is making use of this situation to increase fear of defection 

within North Korea claiming that the refugees have been returned and severely 

punished.  This is part of the new regime's efforts to curb defection and capture 

defectors in China. On February 22nd, North Korea sent over 50 National Security 

Agency agents into China to locate and capture North Korean defectors.  The NK 

government has been dealing more harshly with defectors ever since Kim Jong Il died 

in December so keep them in your prayers--those in China seeking to get to South 

Korea or elsewhere and those who are trapped inside.   

그 동안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북한내에서 탈북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탈북자들은 북송되면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을 규제하고 중국내 

탈북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월 22 일 북한은 중국에 

파견했던 50 명이 넘는 국가 안보위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탈북자 색출을 위해 

재배치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12 월 김정일 사후 탈북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중국에 머물며 남한이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While all this is going on the North is so desperate to be able to distribute food by 

"Great Sun Day" on April 15th,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Il Sung, the 

day they want to reveal the success of their campaign to become a "great and 

prosperous" nation, that the government is issuing more travel permits to China.  The 

catch is that you have to return to North Korea within 40 days and bring one ton of food 

with you. 

북한의 모든 상황은 너무나 절박해서 4 월 15 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 주년이 되는 

“태양절”에도 식량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날 위대한 조국의 번영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오히려 중국으로의 여행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40 일 이내에 북한으로 돌아올 때 중국에서부터 1 톤의 식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On a lighter note, we have just received word that North Korea has agreed to suspend 

nuclear weapons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in exchange for the US sending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1500%26num%3D8893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1500%26num%3D8879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1500%26num%3D8879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1500%26num%3D8889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0100%26num%3D8903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koreatimes.co.kr%2Fwww%2Fnews%2Fnation%2F2012%2F03%2F120_106001.html


240,000 tons of food aid per year.  Of course, the North will spin this agreement for 

domestic propaganda but I see at least three positive affects for which we should thank 

the Lord. First is, of course, the halt to NK's nuclear program, the second is that food 

will be delivered to those desperately in need and the third is that through the food aid 

program, despite all the propaganda, ordinary people in the North will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outside world.  I worked as a food monitor in North Korea for several 

months in 2008 for the US food assistance program.  I am confident the food will get to 

where it is intended to go and know from personal experience that a lot of folks will 

come into contact with Americans and others who will show them a face of the world 

that the propaganda cannot hide. 

좀 가벼운 소식으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매 년 24 만톤의 식량 원조를 받고 

핵무기 발전을 멈추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북한은 

국내 선전문구로 활용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는 주님께 감사할 만한 세 

가지 긍정적이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 핵확산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망적인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원조를 통해서, 이를 선전으로 사용한다 해도, 북한의 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8 년 저는 미국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에 몇 개월간 머물며 식량 배급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확신하건 데 식량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미국인들 및 다른 외국인들과 접촉해서 북한의 선전으로도 

감출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Several of the above items have been drawn from the NK Daily news site, English language 

version. Here is a link to the Korean version of NK Daily.  Other good sites for North Korea news and analysis 

are 38north.org and Open Radio for North Korea (English  Korean).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he first day of school is upon us!  The third year of The River of Life School begins on Friday, 

March 2nd.  Having started with first and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in March 2010 and 

adding third year last year we are now starting high school!  The mission of The River of Life 

School is to prepare "the Unification Generation".  These young people will grow up to inherit 

the divisions of Korea.  We believe that God has a special call on them to heal the divisions, the 

wounds and rifts that have caused so much suffering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providing a good education based on Biblical values and world view, an education provided in 

the context of love and community free from the excessive focus on competition that plagues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chicagotribune.com%2Fnews%2Fsns-rt-us-korea-north-foodtre81s2ey-20120229%2C0%2C4765771.story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korean%2Fdailynk.php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38north.org%2F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5%0A%202F%2Fenglish.nkradio.org%2F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nkradio.org%2F


South Korean education, we intend to equip our students to take their place in God's plan for a 

unified Korea and the building of a new society.  We are working towards the restoration of the 

family, of education and of the nation.  It is a small beginning with a handful of students for a 

huge job but we believe that God will use this school as we are obedient to His direction. 

드디어 개학일이 다가왔습니다. 생명의강 학교 개교 이래 세번째 해가 3 월 2 일 금요일에 

시작됐습니다. 2010 년 중등 1, 2 학년 과정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3 학년이 늘었고, 올해는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생명의강 학교의 사명은 “통일세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은 분단의 조국 현실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상처와 깊은 간격을 메우고 분단을 

치유할 소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생명의강 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남한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는 경쟁구도에서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토양에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통일한국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가도록 준비시키려 합니다. 우리 학교는 

가정과 나라와 이 나라의 교육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일을 하기에 

우리는 작고 미약한 시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We have an opening enrollment of 28 students and three new full-time teachers as well as one 

who was part-time last year coming on board full-time this year.  We also have a new driver 

who will also be doing some teaching as well.  Our wonderful administrative assistant last year, 

Esther Oh, has left the school to join her new husband (married in February) in his ministry in 

Seoul.  We sent her off with much love and great joy as well as a few tears.  The great 

challenge facing the school right now is that Liz Torrey, who is the principal, is returning to the 

States to care for my mother, Jane Torrey.  Liz will stay in close contact with the school and 

retain full responsibility for oversight while, at the same time, looking to the rest of the faculty to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We are confident that they are rising to the challenge.  The first 

Family Day of the new school year is on Saturday, the 3rd .  Liz will meet with the students, 

parents and the faculty then before returning to the US on Monday, the 5th.  Everyone has 

been most encouraging to us as we have had to make major changes in our plans so that we 

can care for my mother.  We are deeply grateful to all for their encouragement and prayers. 

올해는 신입생을 포함 28 명의 학생이 등록했고, 작년에 파트로 근무하시던 분이 정교사로 

오신 것을 비롯 세 분의 신임 정교사들이 더 오셨습니다. 또 통학버스를 운행해 주시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운행뿐 아니라 수업도 맡아주십니다. 작년에 학교의 행정업무를 

훌륭하게 맡아 주었던 오 에스더 선생님은 결혼을 위해 학교를 떠나 (지난 2 월 결혼) 

남편의 사역지인 서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운함의 눈물도 있었지만 사랑과 

기쁨으로 에스더 선생님을 환송했습니다. 현재 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이 제 어머니 현 재인 여사의 간호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리즈 

교장선생님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학교와 긴밀히 연락하며, 교직원들을 독려하고 

학교를 돌아보는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교직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충분히 해 낼 것을 확신합니다. 생명의강 학교 첫 번째 가족의 날은 3 월 3 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리즈 교장선생님 5 일 출국을 앞두고 학생들 및 학부모와 교사들과 모두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분들이 제 어머니 간호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희에게 큰 격려를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기도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he Three Seas 삼 수령 

As we mentioned last month, there are some major changes occurring in the Three Seas 

community.  Liz and I have moved to Jesus Abbey but I will be back at the Ranch a couple 

times a week whenever I am in Korea to continue to guide the work there.  We are grateful for 

funds received that we can use to build a second new home for a community family in the 

spring.  Last fall, we were able to build the first of three that the Forestry Department authorized 

last year.  It is a beautiful warm and attractive home that Brother Paul Lee, his wife, Sister Rose 

Virginia, and their two children are enjoying. 

지난달에 알려드린 대로 삼 수령 공동체에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리즈자매와 저는 

예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삼 수령 사역을 위해 저는 일 주일에 한 두 번은 목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감사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 올 봄 새로운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준비된 것입니다. 작년 가을 산림청에서 세 채의 관리사를 허락한 이후 첫 번째 관리사를 

완공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새 집에서 이 바울 형제와 로즈 버지니아 자매 부부와 두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Brother Elon Bae, his wife, Sister Ezer, and their two 

young ones moving in this month.  They were with us at the Ranch several 

years ago, went to Jesus Abbey and are now back. Brother Elon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attle.  Brother Annan Cho, who has been doing this up to 

now will focus on beef sales.  His wife, Sister Priscilla, who faithfully translates 

my news letters and the prayer calendar, will take on some additional 

responsibilities in the community as Sister Jecoliah leaves with her family 

(husband Brother John Choi and children) for their sabbatical.  We now have 

close to 80 head of cattle! 

또 이번 달에 배 엘론 형제와 이 에제르 자매 부부와 두 자녀가 삼 수령 목장으로 옵니다. 

이들은 몇 년전 목장에 살다가 예수원에 갔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엘론형제는 목장을 

책임지고, 현재 책임자인 조 아난 형제는 한우판매에 좀 저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아내 

프리실라 자매는 현재 매 달 기도달력과 뉴스레터를 번역하고 있는데, 최 요한 형제와 



제꼴리아 자매 가정이 안식년을 맞아서 공동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는 

80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Another family moving out to the Three Seas from the Abbey is Brother 

Zechariah Chun, his wife, Sister Roseanne and their children.  He will be taking 

over the work related to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from Brother John Choi. 

예수원에서 목장으로 한 가정이 더 오게 되었는데 바로 천 사가랴 형제와 로잔 자매 부부와 

두 자녀입니다. 사가랴 형제는 그 동안 최요한 형제가 맡아오던 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We expect to finish the final survey work needed to get our building permits for 

the Center as soon as spring comes.  This was suspended in November when 

a heavy snow put a stop to the work.  The snow is still deep in the woods but 

we do see it starting to melt.  Once we complete this survey, we expect to get 

the building permit that will allow us to start construction on the first phase of the 

Center, the part that will house The River of Life School as it completely 

outgrows the current temporary space in the old Hasami Village elementary 

school building.  We will have the construction permit but we do not, as of this 

writing, have the funds we need to begin construction.  However, we are 

moving forward in obedience and wait with some excitement to see how God 

will provide.  We will keep you posted.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many 

thanks to all of you who have contribute d to our building campaign and our 

general operational needs. 

봄이 오면 센터 건축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측량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 월 폭설 이후 계속되는 눈으로 측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숲속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있지만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면 

센터 건축의 1 단계에 착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사미 분교의 좁은 공간에서 수업하는 생명의강 학교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허가는 이미 받았지만 현재 

이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모금운동 및 학교 

운영을 위해서 헌금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Update on Jane Torrey 현재인 여사 소식 



As you will have seen above, Jane Torrey is moving to our home in Ellington, CT where 

Liz, along with our son, Reuben, will be caring for her.  We will also be hiring 

additional help.  She is receiving hospice care as all cancer therapy has not 

been able to shrink the tumor in her brain.  She has no use of her right arm, 

hand and leg.  She is confined to a wheel chair when out of bed.  Her greatest 

struggle at this time is difficulty in expressing her thoughts and heightened 

levels of anxiety. All of these issues are the direct affect of the tumor.  We do 

not know for how much longer we will have her with us but we are thankful for 

each day.  She is deeply grateful to all the many people who have been writing 

to her.  We also want to express sincere appreciation to those who have helped 

with her financial needs during this time. 

위에서 보신대로 현 재인 여사는 커네티컷 엘링턴의 우리집으로 이사해서, 제 아내 리즈 

자매와 아들 르우벤이 함께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이 일을 도울 사람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항암치료가 뇌종양을 줄이는데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간호만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른쪽 팔과 손, 다리는 전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침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어머니는 의사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뇌종양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어머니가 살아계실 지 알 수 없지만 매일 

매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편지를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ane really does love to hear from you. Her new address (at our home) is: 

Jane Torrey 

39 Chestnut St. 

Ellington, CT 06029. 

어머니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39 Chestnut St. 

Ellington, CT 06029 

 

You may call to speak with her at our home number 860-872-8104 after she 

arrives on the 7th. 

3 월 7 일 이후에는 저희 집 전화 860-872-8104 로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As always,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for your financial support!  We 

are deeply grateful to all of you who write us and who contribute on a regular 

basis.  It is the small amounts that come in faithfully every month that are so 

encouraging.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재정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글을 써주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매월 소정의 헌금을 성실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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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2083&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
mailto:jasam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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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April. Click the link below: 

4 월 기도 달력이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아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파일을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기도달력을 첨부파일로 받아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 상황 

Unfortunately, the news out of North Korea these days is not good and seems to be 

getting worse.  Many of you had been praying for the 30 or so North Koreans being 

held by Chinese authorities for planned return.  Despite a large international outcry 

and call to China to release the North Koreans, they were sent back.  Here is a short 

article from CNN dated March 9th.  However, there is a bit of better news in that the 

Chinese do seem to be sensi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and are allowing up to 

eleven North Koreans who have been in various consulates in Beijing for many months 

to come to South Korea. The down side is that China is still refusing to abandon its 

standing policy of returning all North Koreans in China who have entered illegally.  We 

do not know the ultimate fate of those who were sent back in March but we not have 

much hope for them.  Please keep these men, women and children in your prayers. 

안타깝게도, 요즈음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은 좋지 않고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국 당국에 의해 억류된 30 여명의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해 오셨을 

텐데, 중국에 탈북자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탄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북송 

되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와 관련한 3 월 9 일자 CNN 의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중국인들이 국제적인 압력에 민감히 반응하며 

몇 달간 북경 내 다양한 나라의 영사관에 머물던 11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국내 불법 거주중인 모든 

탈북자들을 북송한다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월에 북송된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PDF%2520Documents%2FPrayer%2520Calendar%25202012-04%2520Eng.pdf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PDF%2520Documents%2FPrayer%2520Calendar%25202012-04%2520Kor.pdf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mailto:bentorrey@thefourthriver.org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articles.cnn.com%2F2012-03-09%2Fasia%2Fworld_asia_china-north-korea_1_defectors-labor-camp-china%3F_s%3DPM%3AASIA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articles.cnn.com%2F2012-03-09%2Fasia%2Fworld_asia_china-north-korea_1_defectors-labor-camp-china%3F_s%3DPM%3AASIA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bangkokpost.com%2Fnews%2Fasia%2F286372%2Fchina-to-let-n-koreans-leave-for-s-korea-report


탈북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할 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big celebration is coming up!  April 15, Great Sun Day, will b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Il Sung, grandfather to the present ruler, Kim Jong 

Un.  This is the target that Kim Jong Il had set for North Korea to be a "Great and 

Prosperous Nation."  We have reported in this space over the past year many of the 

special efforts being made to prepare for this celebration and the difficulty that those 

preparations have caused. As we get down to the wire, the pressure is on to make it a 

special celebration.  However, there appears to be increasing discontent with the 

preparations--long and cold rehearsals for public dancing, requirements for people to 

gather and turn in scrap iron (10kg or 22 pounds per person--double last year's quota), 

requirements for people to spend large amounts of money on paint and flowers for their 

houses, etc. People are complaining out loud (a rare phenomenon) that things are 

even more difficult under Kim Jong Un than under his father, Kim Jong Il. 

큰 축제의 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4 월 15 일은 태양절로 현재 북한 통치자인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탄생 100 주년이 되는 일입니다. 김정일은 이 날이 

북한의 “부국강성”을 위한 날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지면을 

통해서 북한이 벌이는 태양절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사건의 이면을 충분히 

파헤쳐보면 태양절 축하를 위한 압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가운데 이어지는 군무를 위한 리허설이나, 주민들에게 철을 모아오도록(일인당 

10kg; 작년의 두 배 할당량)하거나, 자비를 들여서 자신의 집을 칠하고 꽃을 

가꾸는 일 등 준비 작업이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아버지 김정일 체제에서보다 김정은 체제는 더욱 혹독하는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hile we had great hopes for a new food aid program from the US based on North 

Korea's agreement to end its nuclear program (as reported last month), those hopes 

are being dashed by the North's subsequent statement that they will launch a satellite 

to celebrate Kim Il Sung's centenary.  Most international governments see this as a 

thinly disguised attempt to carry out ballistic missile tests.  The North is refusing to stop 

the program and now the US is saying the food program is dead as a result.  The 

North continues to stir things up with other types of missile tests as well.  Pray for a 

breakthrough here.  The food really is needed and my own experience as a food 

monitor in North Korea convinced me of the validity and importance of the program.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1500%26num%3D9012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koreatimes.co.kr%2Fwww%2Fnews%2Fnation%2F2012%2F03%2F120_108021.html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0100%26num%3D9037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0A%20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koreatimes.co.kr%2Fwww%2Fnews%2Fnation%2F2012%2F03%2F120_108027.html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0100%26num%3D9042


북한의 핵무기개발 종식에 기초해 시작된 미국의 대북 식량원조는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었으나, 최근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 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한다는 소식에 암초에 부딪힌 듯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 따라 미국은 식량원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돌파구가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식량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미국에서 식량원조 모니터로 일해 본 제 경험에 의하면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북한 내에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중요합니다.  

  

Your prayers for North Korea are sorely needed.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praise God for how he has been working out things at the school despite the fact 

that its principal, my wife Liz, is not there.  As most of you are aware, Liz is at our 

home in Connecticut where she is caring for my mother, Jane Torrey (more 

below).  Liz is in touch with the teachers at the school on a regular basis through email 

and weekly Skype sessions.  The teachers have really risen to the challenge as 

well.  God has assembled an outstanding faculty.  They are still young in many ways 

but have a deep commitment to the school and love the students.  They are hard 

working, very smart and dedicated to teaching from the Biblical world view and 

perspective.  We see that this is a year of building the faculty for the future and we are 

very excited to see it happening.  I had a wonderful time at the school a couple of days 

ago with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There is a lot these days that is d iscouraging 

but this visit was a real encouragement.  It filled my day with joy. 

할렐루야! 제 아내인 리즈 교장선생님의 부재에도 하나님은 학교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듯이, 리즈 자매는 제 어머니 현 재인 

사모님을 간호하기 위해 커네티컷의 우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즈 자매는 

이메일을 통해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매 주 스카이프로 

화상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든 상황에 아주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교사들 안에 최상의 팀웍을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면에 젊지만 학교에 헌신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실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가 내년을 위해 교직원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틀전에 



교사들과 학생들과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제게는 낙담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날 학교에 다녀와서 아주 큰 격려가 되었고,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Our school parents are also rallying and getting excited about learning more about this 

kind of education.  Their fears about whether or not their students are really learning 

things is less.  The mothers are meeting twice a month with our new teacher, Kay 

Hong, who has many years experience in Christian schooling.  She is teaching them 

about Christian or Biblical worldview education.  On those same Saturdays, a group of 

fathers are taking the students on various hikes, excursions or special sports 

events.  They all had a great day snow boarding at a local ski resort in 

February.  There is a lot of father son/daughter bonding going on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교육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무엇을 배우고 있는 지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동안 기독교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캐이 홍 선생님과 한 달에 두 번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홍선생님은 기독교교육 및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대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버지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등산이나, 

현장체험 및 운동을 즐깁니다. 2 월에는 스키장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기도 했습니다. 

부자간, 부녀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다양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big challenge ahead of us now is where we will be next year as we outgrow our 

current temporary space.  This is our biggest prayer concern at the moment.  It looks 

like we may need to find other, larger temporary quarters as we continue to move 

forward on our building program.  See below.  Pray with us that the Lord direct us and 

provide us the space we need.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현재의 협소한 캠퍼스를 떠나 내년에 어디로 갈 지 

입니다.  이것인 현재의 가장 큰 기도제목입니다. 센터건축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좀 더 큰 임시 캠퍼스를 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Last month, I reported on a number of changes in personnel that were pending at the 

Three Seas Community.  Well, change is right--just not completely what we 

anticipated.  The John Choi family, who were planning to leave in March for sabbatical 

have had to delay their plans until at least May. This is a bit of a frustration to them but 

we are glad to still have them with us.  Their son, Amos or Uigon, however, was quite 



excited because he had really anticipated entering The River of Life School as a middle 

school freshman this year.  He has been able to do that and is quite happy to be able 

to spend the first semester there.  The Elon Bae family, on the other hand, had to 

change their plans to come to the Ranch at the very last minute.  This was a great 

disappointment as we were expecting Brother Elon to take charge of our cattle raising 

department.  We are trusting the Lord that they are where God intends t hem to be and 

that we will be able to move forward without difficulty.  We do have a new family with 

us, Brother Zechariah and his wife Roseanne with their children who have already 

jumped in with both feet and are working hard.  There is another family that has 

applied to come as well.  In the meantime, we are getting ready to build another house 

for the community with special funds that we received. 

지난달, 삼수령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적 구성원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월에 안식년을 출발하기로 계획했던 최 요한 형제 가족은 

5 월까지 출발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겠지만, 

우리는 기쁘게 다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큰 아들 의건(아모스)이는 오히려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던 대로 올 해 생명의강 학교에 입학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의건이는 입학해서 첫 학기를 다닐 수 있는 것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장에 들어오기로 했던 배 엘론 형제 가정은 막판에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론 형제에게 목장 책임을 맡기려 하고 있었기에 

실망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가정을 두기 원한다고 믿기에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가랴형제와 로잔자매 부부와 두 아이들은 목장에 

정착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정이 목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숙소를 지을 계획이 있고 필요한 자금도 

준비되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e still do not see ourselves very close to the start of construction 

on the Three Seas Center--planned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We have the 

funds needed to finish up a land survey for the Forestry Department and other costs 

associated with gaining the construction permit. We had anticipated finishing this by 

last December but an early and heavy snow last fall prevented us from completing the 

survey.  We expect to get it done in April and get the permit soon.  However, we do 

not have the funds to actually start construction, to break ground.  I know that this is  

God's project and His plan.  There are many reasons why building the Center is 

important for the school and for the work of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I 

am confident that we will be able to move forward and that God will gain the glory 



though this. We're just not sure how We desire your prayers your prayers for God's 

guidance and provision, that we will be able to begin construction soon and that the 

school will have its permanent home for the start of school a year from now.  We will 

keep you posted.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also your generosity. 

반면에 생명의강 학교를 위해 시작해야 할 삼수령센터 건축은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측량을 비롯 산림청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할 자금은 있습니다. 작년 12 월에 마칠 계획이었으나 폭설로 중단되어서 4 월 

들어 재개하면 곧 허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착공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센터건축은 학교를 위해서도 북한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건축을 곧 시작해서 학교가 내년 새 학기에는 새로운 캠퍼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Update on Jane Torrey 현 재인 사모님 소식 

As I have already reported in a special bulletin, we successfully moved my mother to 

our home on March 7th.  Through the generosity of friends, we were able to charter a 

small plane to bring her.  This was a real necessity as the 15 hour drive would have 

been impossible and commercial flights with plane changes and other factors would 

have been extremely stressful.  The pilot told us that he was amazed at how smooth 

the flight went.  It is extremely rare that a 3 1/2 hour flight would be almost totally 

without turbulence.  As I have written before, I could picture angels perched on our 

wings as we flew. 

이미 알려드렸듯이 어머니께서는 지난 3 월 7 일 무사히 저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베풀어준 호의로 경비행기를 대여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로는 15 시간이 걸리고, 일반 비행기는 여러 변화 요인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비행기는 너무나 실질적인 필요였습니다. 조종사는 

비행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졌는지 놀라워했고, 이례적으로 난기류도 겪지 않고 

3 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전에도 썼지만, 천사들이 우리 날개 위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The sad news is that my mother's condition is deteriorating rapidly.  We have to 

provide 24-hour care.  This is shared by Liz, my sister, Yancey, and an aid who comes 

for the night hours.  Mother is no longer getting out of bed and has an ever more 



difficult time speaking.  We thank the Lord that she has no pain but she does have 

difficulty breathing and her level of anxiety grows as the tumor grows.  I return to her 

side on April 23rd unless the situation warrents me going sooner.  She still enjoys 

people writing to her but it is very stressful to receive visitors now. 

슬픈 소식은 어머니 상황이 급속도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 시간 내내 

간병이 필요해서 제 아내 리즈자매, 여동생 옌시 자매와 야간 간호를 위한 

도우미가 번갈아 가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나오실 수 

없고 말씀하시기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머니께서 종양에 따른 통증을 못 느끼시고, 호흡곤란 및 종양이 커질 때 심했던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4 월 23 일 

어머니께 돌아갈 계획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람들이 보내주는 소식을 

즐거워하시지만, 이제 손님 방문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You may write her at: 아래의 주소로 소식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Jane Torrey 

39 Chestnut St. 

Ellington, CT 06029. 

  

Thank you for your ongoing prayers for Mother and for our family.  Please keep Jesus 

Abbey and the Three Seas Community in your prayers as well. The folks here love her 

dearly and deeply desire to be with her, helping in her care.  She left the Abbey one 

day a year ago expecting to return within days.  No one realized that she would never 

make it back.  A number of members of the community were able to visit her in the 

hospital in Seoul but, even when we took her to the States for treatment, none of us 

were concerned about not being able to be with her again.  We were all so sure that 

she would be back and in good shape by the end of the summer.  That was before we 

learned about the brain tumor and before she lost the use of her right side.  It has been 

difficult for the community.  We look to the Lord for comfort.  Your prayers are 

important. 

저희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예수원과 

삼수령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곁에서 간호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1 년전 어느 날 예수원을 떠난 이래 다시 돌아오실 기약이 없습니다.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서울에 있는 동안 병문안을 했고,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모셨을 때로 누구도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없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때는 



뇌종양이나 우측 반신 불수에 대해 전혀 모를 때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As always,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for your financial support!  We are 

deeply grateful to all of you who write us and who contribute on a regular basis.  It is 

the small amounts that come in faithfully every month that are so encouraging.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재정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글을 써주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매월 소정의 헌금을 성실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 His Name, 주님의 이름으로  

Ben Torrey, 벤 토레이 

Director 네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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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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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수표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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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340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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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해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한국분들은 국민은행의 예수원 계좌(308-

01-0329-028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메일(jasamsu@hanmail.net)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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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위한 헌금은 예수원이름의 우체국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생명의강 학교 : 우체국 201103-01-002331 (사)예수원 

 

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jasamsu@hanmail.net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June. Click the link below:  

6 월 기도 달력이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아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파일을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기도달력을 첨부파일로 

받아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의 상황 

The latest hot item in the news about North Korea has been the release of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on human rights in Korea.  Here is an article about it from the Korea 

Times that also points out at the end that, while North Korea's record is pretty atrocious 

(200,000 inmates in political prison camps), the current South Korean administration is 

called to account for its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ten 

with "absurd" results.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lso weighed in on the 

NK human rights situation. 

북한에 관한 가장 최근 소식은 한국의 인권에 관한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에 

관한 코리아 타임즈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한 상황이고(정치 수용소에 20 만명이 

수용된 상황), 남한 정부는 종종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는 국가 보안법 적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 

받았습니다. 미 국무성은 북한 인권 상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The major spring planting season has been progressing in North Korea with the government 

calling for an all out 40-day farm mobilization "battle." This has put a lot of strain on the farming 

sector. Quoting: "Inside sources say that the mobilization atmosphere is unusually intense this 

year in farming villages. Cadres and people alike are feeling the strain of Kim Jong Eun’s first 

season in charge, with the assumption being that this year could see severe punishments 

meted out for any wrongdoing." (Daily NK 2012-05-15)  “However, people who are able to 

produce 50 kilograms of rice are exempted from the struggle. To make matters worse, some 

regional leaders are taking people away from the farms to build massive projects that 

demonstrate their loyalty to the new leader. At the same time there are reports of starvation 

coming out of North Korea's breadbasket area of North and South Whanghae provinc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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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s floods caused initial problems that were then exacerbated by government policy 

leaving people with nothing to eat this spring.  Because of this, the farmers are quite weak and 

are having a difficult time moving forward with the new planting. “ 

북한은 정부 주도의 40 일간 경작 “전쟁”으로 파종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에는 많은 긴장이 있습니다. 내부 보도에 따르면 경작 운동이 특이하게 올해 농가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간부단을 비롯한 사람들은 올해 어떠한 실수에도 심한 벌이 따를 

것을 예상하며, 김정은 정권이 시작됨으로 인한 긴장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2 년 5 월 

15 일자 북한 일보) 하지만, 쌀을 50kg 생산할 수 있는 있는 사람들은 경작 투쟁에서 

제외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지역 리더들은 새 지도자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경작 프로젝트를 위해서 농가에서 사람들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 남 북도에서 기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작년 홍수로 문제가 발생했다가 정부 정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올해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지경입니다. 이로 인해 농부들은 기력이 약해서 경작운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ven with all the struggle, many people find time for entertainment and the most popular form in 

the North is South Korean movies and TV dramas.  The latest dramas make their way into 

North Korea via China within two days after airing in the South.  South Korean fashions and 

brands are now more popular in the North than the latest out of China.  Here is an interesting 

article on the phenomenon.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접할 수 있는 남한 영화나 TV 드라마 등으로 

오락을 삼고 있습니다. 최근 남한 드라마는 남한에서 방영후 이틀이면 중국을 통해 북한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남한 패션과 브랜드도 중국에서 나온 최신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As we continue to pray and prepare for unification, it is good to reflect on what the possible 

scenarios are.  This article by North Korea expert, Andrey Lankov, explores "Why Phased 

Unification is Impossible."  I have always appreciated Lankov's insights.  He studied in 

Pyongyang in the '70s as a Soviet citizen.  He now teaches at Kookmin University in the South.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나로코프가 쓴 기사입니다. “왜 단계적인 통일은 불가능한가” 저는 나로코프의 통찰력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련 시민으로 70 년대에 평양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의 

국민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Along with everything else going on is construction of a mammoth sized "Folklore Park."  On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project is that it is focusing more on the ancient history of the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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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 in Korea's south rather than the contemporaneous Koguryo Kingdom which covered 

the north and is where North Korea usually focuses. 

이 모든 일들과 함께 대규모 “시민 공원” 건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흥미로운 

것은 그 동안 북한이 집중했고 현재 북한의 위치에 있던 고구려 왕조가 아니라 남한의 신라시대 

고대사에 더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And a final note... Most everyone is curious about what life inside North Korea really looks 

like.  Here is a link to a Flickr album of recent photos from the North: "Beyond the Monuments 

of North Korea."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실생활이 어떤지에 호기심이 있는데, “북한의 

기념비를 넘어서”라는 북한에서 나온 최근 사진 앨범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School is going very well as we enter the second half of first semester.  Principal Liz is starting 

to think more about next semester (beginning in August) and the future. We are a bit concerned 

about the enrollment for next semester as several students have or will leave the school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families moving from the area, so would appreciate your prayers for 

the Lord to send more students to replace those that are leaving.  

학교는 1 학기의 반을 넘기며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리즈 교장선생님은 2 학기와 그 

이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과 관련한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몇 

몇 학생들이 이사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떠나는 학생들의 자리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We are thrilled with the teachers that the Lord has sent us--those in their 

second year at the school as well as those who started this semester.  Liz 

wants to focus more on mentoring and building up the faculty.  This is a 

pleasure since the foundations upon which each teacher is building are so solid. 

We thank God for them and praise Him in anticipation of all that He will do in 

their lives--both personal and work related--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들로 인해 흥분됩니다. 리즈 교장 선생님들은 교직원들의 영적 지도 

및 독려에 힘을 쓰기 원합니다. 각 교사들이 든든한 기초에 서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시간들 안에 선생님들 개인의 삶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At the same time, our school, being made up of people like you and me who 

struggle from day to day with difficulties and temptations, we see our sha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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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raising their ugly heads.  We ask that you keep our school faculty and 

families in your prayers that God be victorious in our lives daily and that all glory 

and honor go to Him. 

동시에 학교는 날마다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분투하는 서로 다른 너와 나로 이루어져 있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를 함께 나눕니다.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Also, pray for a big bazaar coming up in Seoul starting on June 18th to raise 

operating funds for the school.  We have been blessed with large contribution 

of MCM handbags from MCM Worldwide Chairwoman and Fourth River Project, 

Inc. director, Sung-Joo Kim.  We will also have a variety of other luxury 

merchandise contributed by other companies as well. For information on the 

bazaar, you may call the Three Seas Seoul office at 070-4042-3995. 

또한 6 월 18 일부터 학교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해서 서울에서 열리는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기업 MCM 의 대표이며, 

네번째강 계획 이사인 김 성주님이 후원으로 MCM 핸드백을 바자회에서 

판매합니다. 그 외의 기업에서 후원해 주신 다양한 명품도 판매합니다. 

바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삼수령 서울 사무실(070-4042-3995)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We continue to make progress towards obtaining our construction permits to begin building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We are focusing now on the first phase, Community Village, 

consisting of five buildings that will house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our Three Seas 

community.  We expect to receive the final permission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this month 

or early next month if their final inspection does not turn up any problems.  We do not anticipate 

any. Following that, there are a number of steps for us to take before we get the actual 

construction permit from the City of Taebaek.  We currently have the funds needed to pursue 

this permitting process through to its conclusion.  Then we will be looking to the Lord to provide 

the funds needed for the next step.  We continue to step out in faith trusting the Lord to provide 

even as we know that He wants to do it through His church and all whom He is prompt ing to 

join in partnership with us.  This center is to be a tangible sign of the Church here in Korea 

working together in unity across denominational boundaries. 

삼수령 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우리는 현재 센터 건축의 

첫 단계인 공동체 마을 건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생명의강 학교와 삼수령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감사에 문제가 없으면 이 달 안이나 내 달 초에 산림청으로부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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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별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이후 태백시로부터 실제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현재 이 마지막 과정을 수행해 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단계를 위해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Construction is under way for the second of three new homes for community 

families that we have received permission to build.  We built the first one last 

year with funds that God provided then.  This year, He gave us an unexpected 

wind fall because of the construction of large wind generators just above our 

property.  We are using those funds to build the second house.  We trust that 

the Lord will provide what we need when it is time for the third.  This is a real 

encouragement to our community who have been struggling for years in 

substandard housing, 

한편 목장에 세 채의 관리사 건축이 가능해서 현재 두 번째 관리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자금을 채워주셔서 첫 번째 관리사를 완공했고, 

올해는 목장 바로 위에 풍력발전단지가 세워지면서 보상비를 받게 돼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건축비가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리사가 필요해 

지면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하던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Some faithful community members are on sabbatical or leaving soon.  Sister 

Mayim Park is currently touring in Europe with her sister.  We expect her back 

with us early next year.  Brother John Choi has been faithful to care for the 

Three Seas Ranch and push forward with the Three Seas Center ever since my 

father, Father Archer Torrey, gave him the task ten years ago before passing 

away.  Brother John and his family will be leaving soon for six months at the 

Darvell Bruderhof Community in England.  They go with our prayers and good 

wishes.  In the meantime, the Lord is faithful to provide for our needs with new 

families, that of Brother Zechariah Chun and his family who came recently and 

Brother Joseph Paek and his family who will be joining us as soon as we are 

able to provide them room--soon. 

신실한 공동체 가족들이 안식년 중이거나 안식년을 떠날 계획입니다. 박 마임 자매는 안식년에 

들어가서 여동생과 함께 유럽을 여행 중입니다. 내년 초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 아버지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10 년 전에 임무를 부여해서 그동안 신실하게 삼수령 센터와 목장 일을 

돌아본 최 요한 형제 가정도 영국에 있는 다벨 브루더호프 공동체로 6 개월간 안식년을 떠날 

계획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축복을 안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새로운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631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iggersanddreamers.org.uk%2Findex.php%3Fone%3Ddat%26two%3Ddet%26sel%3Ddarvell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631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churchcommunities.org.uk%2F


지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천 사가랴 형제 가정을 보내 주셨고, 거주지가 확정되는 대로 백 요셉 

형제 가정도 목장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As always, we are deeply grateful for the way that so many are joining in 

partnership with us for this great work to which God has called us--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and to work towards a new Korea, unified in 

heart.  As we work towards the restoration of the family, the Church, education 

and the whole nation of Korea, please join hands with us. 

항상 그러하듯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국을 이루어 가기 위해 북한 개방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큰 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역하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교육과 한반도 전체의 회복을 위한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으로 

Ben Torrey, 벤 토레이 

Director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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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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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수표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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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해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한국분들은 국민은행의 예수원 계좌(308-

01-0329-028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메일(jasamsu@hanmail.net)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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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위한 헌금은 예수원이름의 우체국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생명의강 학교 : 우체국 201103-01-002331 (사)예수원  

 

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jasamsu@hanmail.net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July. Click the link below:  
7 월 기도 달력이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아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파일을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기도달력을 첨부파일로 

받아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의 상황 
There are both some hopeful things coming out of the North and the ongoing difficulties... 
On a positive note, it seems that China is seeking to do more in the way of investment in 
North Korea which will help the economic situation some, Here is an article about 
development in the Hyesan area. We are also beginning to see some hopeful signs that Kim 
Jong Un may really be interested in opening up to other foreign investment and creating a 
more open business environment. &n bsp;If he does follow through on this, it could mean not 
only a better life for the people but also gradual lessening of repression and restriction as 
happened in China (although China still has a long way to go.) 

북한 소식은 희망적인 내용도 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을 타계하도록 투자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혜산 

개발에 대한 소식은 여기(article)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사업환경을 좀 더 개방하고 외국 투자자에게 문호를 여는데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소식대로 된다면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뿐 아니라 

중국에서처럼(중국도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억압과 규제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On the negative side: The country has beefed up their identity card system to make it easier 
to control people,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with activities that the 
government frowns on. Four North Koreans returned from China were recently executed and 
a number more put into prison camps. 

부정적인 소식은 북한이 주민증 제도를 강화해서 주민통제를 더 쉽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꺼리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중국에서 

송환된 네 명의 탈북자들이 최근 처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습니다. 
 
We also have the increasingly serious drought situation in the North, especially in the main 
bread basket area of Hwanghae Do where farmers have just about given up on this 
summer's crops and beggars have been dying of starvation. The drought has even affected 
the capital where many residents are having difficulty getting water. 

가뭄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곡창인 황해도 지역의 농부들은 여름 수확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거지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은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수도에도 영향을 줘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It has not been easy for people in China and elsewhere seeking to help those leaving NK in 
search of food or a better life. Four South Korean activists have been detained in China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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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months now although there are hopeful signs that they may be released. An activist has 
also recently been arrested in Vietnam as well. 

식량과 더 나은 삶을 찿아 북한을 떠나 중국 및 해외로 간 사람들의 사정도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한국인 활동가들이 석방의 전조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몇 달째 

중국에 구류중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한 명의 활동가가 체포되었습니다. 
 
These are just a few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happening during the past month. I 
encourage you to continue checking the various sites that the above links connect with for 
more information on what is happen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need your prayers. 
Please keep praying. 

이 모두가 지난 달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의 위에 

링크된 사이트를 클릭해서 계속해서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Last month, I mentioned the fund-raising bazaar coming up. We delayed it to the first week 
of July so as to get better publicity. Please keep it in your prayers. 
지난 달 후원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7 월 첫 

주로 연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The semester is drawing to a close and everyone is looking forward to summer vacation! We 
pray that it will be a restful time for our students and teachers as well as beneficial in other 
ways. We are truly thankful to God for all that He has done in the face of serious challenges 
that we experienced as the new school year began in March and Principal Liz had to go the 
States to take care of Mother Jane Torrey during her final month with us. 

1 학기가 끝나가고 모두가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 모두에게 쉼이 

되는 동시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 모두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일하셨습니다. 학기가 

시작하면서 3 월에 리즈 교장 선생님은 어머니 제인 토레이 여사를 간호하기 위해 

미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The first week of vacation for our students will be spent at the Three Seas Ranch for our 
regular summer labor school. There is a lot of excitement about this.  Everyone always has 
a good time.  There is also the element of adventure in sleeping in tents and never being 
sure what the weather is going to do.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the number of 
people who will be participating who are from North Korea or who work there now in different 
capacities.  We expect to get a lot of first hand knowledge about the North as well as hear 
from some precious members of the "generation of the fathers." 

학생들은 여름방학 첫 주에 삼수령목장에서 매년 열리는 노동학교에 참석합니다. 흥분과 

기대가 많습니다. 모두가 언제나 좋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천막에서 잠을 자는 모험도 

있고 날씨는 예측불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과 여러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아버지 세대”에 속한 소중한 어른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We need more students for second semester.  Pray for more enrollment.  Several students 
have withdrawn this first semester for family reasons and family travel overseas.  We would 
like to see their number replaced as well as some new students to come.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msgid=0&act=11111&c=223794&destination=http%3A%2F%2Fview.koreaherald.com%2Fkh%2Fview.php%3Fud%3D20120625000994%26cpv%3D0


2 학기에 좀 많은 학생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몇몇 학생이 

가정문제나 해외 이동으로 인해 1 학기중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충할 

학생들과 몇 명의 신입생을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Brother John Choi and his family have gone to England for six months sabbatical at the 
Bruderhof Community in Darvell.  We have just finished renovating the house that they lived 
in, the oldest structure at the Ranch.  It seems like a brand new home!  We also expect the 
second new family house to be completed within weeks.  This is the second of three that 
we received permission for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God gave us a surprise gift that 
enabled us to do the renovations and build this house.  We do not know when we will be 
able to build the third one.  It all depends on funds but we know it will be when God decides 
that it is needed.  

최 요한 형제 가정이 영국 다벨의 브루더호프 공동체로 6 개월간의 안식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 후 이 가정이 살던 목장에서 가장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 집처럼 단장될 것입니다. 또한 몇 주 내로 산림청에서 

허가한 세 채의 관리사 중 두 번째 관리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집과 함께 헌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관리사는 

언제 짓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결정하시면 그 때 짓게 될 것입니다. 

 
We have another family joining us this month.  They have been waiting patiently for the 
renovations to be completed.  Brother Joseph Paik, his wife Sarah and their children will be 
living in Hosanna house.  Here at Jesus Abbey, we do not use titles like "pastor" or "father", 
everyone is either "brother" or "sister"; however, we have started to joke that our cattle 
receive the best spiritual care--you need to go to seminary in order to feed our cows.  
Brother John Choi, Brother Joseph and Brother Zechariah Chun, who came with his family to 
join us recently, are all ordained pastors!  Brother Annan, who is in charge of the cattle, has 
also been to seminary but did not think it was necessary to get ordained.  He is able to give 
the cattle as much spiritual guidance as any of the other brothers. 

새로운 가정이 합류합니다. 집이 보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 요셉, 곽 

사라부부와 세 명의 자녀가 보수한 호산나에 살게 됩니다. 이곳 예수원에서는 “목사”나 

“신부”와 같은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형제”, “자매”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농담을 하나 하면, 우리 소들이 영적인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요한 형제, 백 요셉 형제, 천 사가랴 

형제는 모두 목사입니다! 목장 책임을 맡고 있는 조 아난 형제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처럼 소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Things are very busy for us this month as we get ready for our labor school.  Our volunteer 
staffs arrive on July 19th and the first school starts on the 23rd.  The whole program runs 
for three weeks through August 10th.  As we look towards the 10th anniversary of Father 
Archer Torrey's "entrance into Heaven" (so chun) as the Koreans put it, and the recent 
home-going of Mother Jane Torrey, we are contemplating how one generation passes on to 
the next the knowledge of our great and mighty God.  Our theme for the labor schools this 
year is Psalm 145:4 "One generation shall praise thy works to another, and shall declare thy 
mighty acts." 

이번 달은 노동학교가 시작 돼서 매우 바쁩니다. 7 월 19 일에는 자원봉사 일꾼들이 

도착해서 23 일에 학교가 시작됩니다. 전체 일정은 8 월 10 일까지 3 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올해는 대 천덕 신부님이 소천하신 지 10 주년이 되고 최근 어머니 현 재인 

사모도 돌아가셔서, 어떻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위대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지에 대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올 해 노동학교 주제는 시편 145:4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입니다.  

 
We are very close to getting final approval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to build the first 
phase of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Community Village", that will be the new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Everything was held up last fall when an early heavy snow kept 
us from completing the final survey.  We had to wait until the snow was finally gone in April 
to finish the survey and all the other things that needed to be done.  We have submitted 
everything to them for their approval which we expect in a week or two.  Then we will need 
to apply to the City of Taebaek Construction Department for the actual construction permit. 
We do not anticipate any problems there as they are as anxious as we are for the project to 
move forward.  The only issue at that point will be the funds to actually hire a contractor and 
begin the work.  We have all we need to get that far but not beyond it.  However, God has 
been most faithful up to now so we are confident that He will provide through His Church at 
the right time.  As I have written in the past, God has impressed on me strongly that this 
center is to be a living example of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of God of all 
denominations.  Many churches have already contributed to support this project but there 
are many, many more that need to.  Pray that the Korean Church will come together in unity 
to provide the funds and expertise needed to build the Three Seas Center.  Thank you for 
joining us in this prayer. 

삼수령 센터의 첫번째 공사 단계로 생명의강 학교의 캠퍼스가 될 “공동체 마을”건축을 

위한 마지막 승인을 산림청으로부터 곧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폭설로 인해 

마지막 측량작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이제야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4 월까지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1, 

2 주내로 제출하면, 실제 건축 승인을 위해서 태백시 건축과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건축계획이 진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계약자를 선정하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입니다. 승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금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기에 그분의 때에 그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썼듯이, 하나님께서는 삼수령 센터가 모든 교파의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협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가 되리라고 네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교회가 이미 돕고 있지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삼수령센터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d, finally, have a wonderful summer! 

마지막으로 멋진 여름 되십시오!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으로 

Ben Torrey, 벤 토레이 

Director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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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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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수표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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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해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한국분들은 국민은행의 예수원 계좌(308-01-

0329-028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메일(jasamsu@hanmail.net)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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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위한 헌금은 예수원이름의 우체국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생명의강 학교: 우체국 201103-01-002331 (사)예수원  
 

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jasamsu@hanmail.net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August. Click the link below:  
8 월 기도 달력이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아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파일을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기도달력을 첨부파일로 받아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 상황 

It really does look like things may be opening up a bit more in North Korea. Several economic reforms 
have been proclaimed and are starting to be instituted. One that is receiving a lot of positive comment 
from those involved is a new policy to shrink the size of collective farms and let the farmers keep 30% 
of the produce up to a set target and 100% of anything over that target. This is one aspect of the new 
6.28 economic policy. Additional activity in relation to the new policy is a new assessment of North 
Korean industrial capability. Along with these new proclamations is the fact that the new leader, Kim 
Jong-Un is showing a more personal face. It is now official--he is married and apparently has a child. 
Not only that, his wife has seen South Korea. He is also talking about "global standards" and seems 
to be looking to Chinese and Vietnamese models to liberalize and open up the economy. A significant 
development is the sacking of a very senior general in the military and replacing him with a younger 
man more open to the new leaders ideas. Along with these changes, Kim Jong-Un has taken the title 
of Marshall of the Army, the highest post within the military. 

북한의 상황이 조금 개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신경제 정책이 발표됐고 제도

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계 인사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집단 농장의 

크기를 줄이고 국가가 제시한 목표 생산량 이내에서는 농장원이 30%를 가져가도록 했지만 목표

량을 초과할 경우 전량을 농장원들이 갖게 됩니다. 이것이 6.28 신경제정책의 한 면 입니다. 신경

제정책과 관련한 추가 활동은 북한 산업 역량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포와 함께 

김정은은 좀 더 개인적인 면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정은은 기혼자로 자녀도 하

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는 남한을 본 적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 개방과 자유화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 모델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발전은 고령 군장성을 새로운 개념에 좀 더 개방적인 젊은 사람으로 대처했다는 것입

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김정은은 군대내의 최고위직을 승계했습니다. 
 

An interesting side note on the way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growing is that it is 
largely through the work of women who have come from a secondary place in society into a position 
of great strength while the men are being marginalized. Here is an interesting article by Russian North 
Korean expert, Andrei Lankov.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사회내 부차적인 위치에서 역량있는 위치로 간 여성들의 

일을 통해서라는 흥미로운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부차적인 존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가 쓴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Another exciting development is the ongoing growth of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nded by Korean-American entrepreneur, Dr. James Chin-Kyung Kim. This is a school 
that is drawing students from the best colleges in North Korea and providing them advanced technical 
and scientific education along with English. The instructors are largely Western from the US, Canada, 
Australia and other countries. There are hopeful signs that South Korean instructors will be able to 
teach there. The instructors are Christians. The students--the future leaders of the country--are 
learning that Americans are good people and are coming into direct contact with men and women who 
are there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hile direct evangelism is forbidden, there is a lot of opportunity 
to talk... 

또 다른 흥분되는 소식은 재미교포 사업가 제임스 김 진경 박사가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꾸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msgid=0&act=11111&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thefourthriver.org%2FPDF%2520Documents%2FPrayer%2520Calendar%25202012-08%2520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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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1098479&msgid=216310&act=5VJ9&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adobe.com%2Fproducts%2Facrobat%2Freadste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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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msgid=0&act=11111&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1500%26num%3D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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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msgid=0&act=11111&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dailynk.com%2Fenglish%2Fread.php%3FcataId%3Dnk00400%26num%3D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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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북한 내 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 최상의 과학기

술 교육 및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온 외국인

들입니다. 이제 남한 교수들도 이곳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데 이들은 기독교인입니

다. 앞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은 미국인들이 선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

랑을 전하기 위해 학교에 온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금지된 북한

에서 이를 위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owever, it is still a very difficult life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ce. While more people are able 
to travel out of the country legally there are many who flee into hiding in China seeking a better life 
elsewhere. The Chinese authorities are as severe as ever; yet, they are being called to account and 
we may see some changes there. A South Korean activist arrested in China and recently released 
has been speaking about his torture under Chinese authoriti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emanding an accounting from China.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

능해 졌지만,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전처럼 

강경하게 대처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받고 있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에서 체포된 남한 활동가는 최근에 석방되어 중국 당국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남한정부는 중국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While we see many hopeful signs and give thanks to God for any and all progress, we still need to 
continue to pray for North Korea and its people.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으로 인해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지만, 여전히 북한과 주

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had the fund-raising bazaar for the school in July. Due to some problems with our publicity, we 
were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While we did receive some needed funds from the bazaar, we 
were expecting quite a bit more in order to provide for school operations to the end of the year. We 
have a lot of valuable merchandise left over and are considering a number of ways to sell it over the 
coming months. Please pray for the Lord to provide the funds needed and for us to have wisdom in 
how to proceed. 

7월에 학교를 위한 모금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결과가 만

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을 받으면서 연말까지 학교 운영을 순조롭게 하

기 위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자회 물건이 많이 남아 있

어서 앞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금을 주시고, 우리가 지

혜롭게 처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summer vacation time for the school and we hope our students and teachers will get a valuable 
break and rest. The first week of vacation was dedicated to the Three Seas labor school. The River of 
Life School students were joined by a group of North Korean students and a number of individuals 
who came on their own. Our teachers served as counselors and staff for this, our first of three weeks 
of labor school programs. We had a great time. This was one of our smoothest running schools and 
all participants were very positive about their experience. In addition to working hard on the Three 
Seas Ranch, they were challenged by both activities and message, they worshiped God and they 
heard from speakers who had strong experience in North Korea. As I write this, we are now in our 
second week with a new set of students. We are excited about the people that God has sent to share 
with our participants--men with much experience working in China and North Korea, men who 
embody our theme drawn from Psalm 78:2-4 and Psalm 145:4. One generation is sharing the mighty 
works of God with another and challenging them to think about what they have to pass along to those 
who come after them. Please keep this week and next week's camps in your prayers. We are 
thanking God for physical protection and good weather but it has been quite hot. We do not take 
God's provision and protection for granted. 

여름 방학 기간으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중한 휴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학 첫 

주는 삼수령 노동학교로 보냈습니다.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은 탈북 학생들과 몇 명 개인 참가자

들과 함께 했습니다. 교사들은 카운셀러 및 일꾼으로 1차 노동학교를 섬겨 주었고, 아주 좋은 시

간을 보냈습니다. 노동학교 첫 주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http://click.icptrack.com/icp/relay.php?r=&msgid=0&act=11111&c=223794&destination=http%3A%2F%2Fwww.koreatimes.co.kr%2Fwww%2Fnews%2Fnation%2F2012%2F07%2F116_116084.html


평가를 내려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장에서 힘든 노동뿐 아니라 팀활동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북한에서 여러 경험을 갖고 있는 강사님의 말씀을 들었습

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우리는 새로운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2차 노동학교를 진행 중입니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 노동학교의 주제인 시편 78:2-4과 145:4의 말씀을 몸소 보여주는 강

사님을 보내셔서 중국과 북한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우리 학생들과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흥

분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나누어 주고,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노동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매우 덥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당연한 것

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We want to increase enrollment for the second semester. This will be a big help with balancing the 
budget. Pray for more students and that they are exactly those whom the Lord wants to become a 
part of our community of learning. 

학교는 2학기에 좀 더 많은 학생이 등록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재정이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학생들이 우리학교

의 배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학생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The Three Seas 삼수령 

The biggest thing going on at the Three Seas right now is our summer labor school that runs through 
August 10th. This takes a lot out of the whole community as we receive close to 60 people--
participants and volunteer staff--into our "home" for three weeks. At that same time as we run the 
schools, we also have to care for the cattle, keep moving forward on the Three Seas Center project, 
live our lives, care for our facilities and everything else that has to be done. We welcome a brand new 
family into our community, Joseph Baik and his wife Sarah Kwak along with their three young ones. I 
am very, very proud of the great effort that our folks are putting forth and the wonderful, loving, joyful 
spirit in which they are doing it. We are often challenged by rain and fog at this season; however,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bnormal heat (like many other locations) and it has been hot and 
sunny here. We appreciate the sun but the heat is more than we are used to. It takes its toll. Even so, 
we remember it is cooler here than in the rest of the country--considerably cooler--and we thank the 
Lord for that. Please keep our little community in your prayers throughout the rest of the month.  

And have a great time yourselves! 

지금 현재 삼수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노동학교입니다. 이로 인해 매 주 약 60여명

의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동학교를 하는 동시에 소를 

돌봐야 하고, 삼수령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시설 관리 및 기타 일을 비롯 우리의 일상 

생활도 날마다 이어져야 합니다. 공동체에 새로운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백요셉 형제와 곽사라 자

매 부부와 세 명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에 사랑과 기쁨

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노동학교 기간에 비와 안

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여름 여느 때와 다른 폭염으로 이곳도 매우 무덥고 화창한 날이 계

속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감사하지만 열기는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용지불이 따르

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태백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시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한 달 삼수령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올 

여름을 잘 보내십시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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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으로 

Ben Torrey, 벤 토레이 

Director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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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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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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수표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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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해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한국분들은 국민은행의 예수원 계좌(308-01-

0329-028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메일(jasamsu@hanmail.net)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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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위한 헌금은 예수원이름의 우체국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생명의강 학교: 우체국 201103-01-002331 (사)예수원  
 

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jasamsu@hanmail.net


Dear Friends,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Here is your prayer calendar for October. Click the link below: 

아래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10월 기도달력이 있으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파일을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기도달력을 첨부파일로 받아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Situation in the North북한의 상황 
Things continue to be very difficult in North Korea. In fact, so many things are causing problems from 
government policy to the weather that people are speaking out and complaining as never before. A 
recent trip to Chi na by Jang Sung Thaek, Kim Jong Un's uncle and right hand man, far from bring 
better economic news (as had been hoped) has resulted in major increases in the exchange rate as 
people hoard Chinese money. Even the national security forces are having a hard time feeding 
themselves and the situation in North Korea's bread basket region of Hwanghae Do is particularly dire 
as flooding followed drought. Many news reports casually mention people starving to death. To make 
matters worse, Kim Jong Un's new economic measures include seizing private fields that people were 
allowed to create following the famines of the late '90s. It is these private fields attached to homes and 
on steep hillsides that have actually provided a significant amount of food for the overall economy in 
recent years. Farmers are very upset. The government's response to all this is to put in place price 
controls that will only aggravate the situation and prove ineffective. At the same time, the S upreme 
People's Assembly meets and makes some decisions about compulsory education but not a word 
about the economy.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is selling gold from its reserves to raise cash 
needed to replace that spent on the Kim Il Sung 100th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failed missile 
launch. In the face of growing famine and flood devastation, South Korea offered aid but it was 
rejected as not what was wanted. 

북한의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정책부터 날씨까지 너무나 많은 요인들로 인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전과 달리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의 삼촌이며 오른팔인 장성택의 중국 방문의 결과가 기대와 달라 환율은 치솟고 있어서 북한은 

중국 위안화 사재기에 열심입니다. 심지어 국가안보위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고, 북한의 곡창인 황해도 지역도 최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기아로 죽어간다는 뉴스가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은의 새

로운 경제 정책으로, 90년대 말 기아로 인해 허락했던 소규모의 농지의 경작을 막고 농지를 빼앗

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농은 산비탈이나 가정에 속한 텃밭으로 규모는 작지만 최근 식량보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농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시장 가

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명 났

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근 의무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결정을 내놓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축하를 위해 사용한 자금

과 불발된 미사일 발사 비용 마련을 위해 금을 팔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기아와 홍수로 인해 

남한이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절한 상황입니다.  
 

The reality is such that defections have been increasing including a single group of twenty who fled in 
September. The number of street kids or kkotjebi (swallows) as they are called, is increasing as well. 
Many of these homeless children cross the border and make there way eventually to refugee camps. 
There are some 400 North Korean kids without parents in South Korea. Pray especially for these 
children. They need food, health care, stability and a safe place to grow up. They need homes. 
The annual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was just held in China.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were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This is an ongoing attempt to get world leaders discussing 
real issues in the region. We pray that these meetings and others like them bear positive fruit. 

최근 탈북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으로 9월에는 스무 명 정도가 집단으로 북한을 떠나기도 했습니

다. 꽃제비라 불리는 거리의 아이들 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 없이 떠도는 다수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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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국경을 넘거나, 난민 캠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에도 부모 없는 북한의 아이들이 400

명 가량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음식과, 보살핌, 

안정, 거할 곳, 그리고 가정이 필요합니다. 북동아시아 협력 대화의 모임이 연례행사로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북한과 북한의 핵개발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모임은 세계 지도자들이 지

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뿐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격의 모

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It has been a busy semester for the school so far but everyone is getting a break this week because 
of the big fall harvest moon festival, Chusok. We trust that everyone has a goo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and that travel is not too strenuous. This holiday is the worse travel period in Korea as families 
everywhere gather. 

이번 학기는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추석 명절로 인해 이번 주는 짧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귀향길이 어렵지 않다면 모두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추석명절은 한국에서는 교통 대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We are excited that there are a number of new families that have expressed strong 
interest in the school. We do want new students for next year and trust that the Lord 
will send the right ones. Principal Liz will start interviewing new families after 
returning to Korea later this month. 

상당수의 새로운 가정이 학교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신입생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적합한 학생들을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리즈 교장선생님이 귀국하는 대로 새로운 가정에 대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Our school parents are real heroes. They entrust their students into our care. This is 
not easy, because our Biblical approach to education is so different from the world's. 
Our parents are under a constant barrage of voices in our society telling them all the 
things that they should be doing to make sure their children are able to get into the 
best colleges and be successes at the same time that we are working to prepare 
them to succeed in God's eyes, not the world's. It is a constant struggle and not easy 
to resist. Keep our school parents in your prayers as they all want the best for their 
children. Pray that they grow in the confidence that they are providing that through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학부모님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의 성경적 교육은 일반학교의 

교육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 사회의 끊임없는 포화에 시달림과 동시에 우리 학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준비시킨다는 

말도 듣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이 있고 저항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최선을 선택하도록, 생명의강 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The Three Seas 삼수령 

Great news! We have the construction permit to start building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all but in our hands. We should receive it this month. It has taken 
much longer than anticipated. We started working on this last year thinking that it 
would be done by the end of the year. Our final steps involved a survey at the Three 
Seas Ranch for the training center area. This work had to be stopped because of an 
early snow storm last October. We weren't able to get back into the woods to re-do 



the survey until late spring. When that was finally completed, official had to come 
check it out and all documents had to be reviewed by the Forestry Department.  

좋은 소식입니다!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한 허가서를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이달에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연말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삼수령 센터 부지를 측량하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10 월부터 내린 폭설로 

측량작업이 지연되었고 올 봄까지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측량 작업을 마무리하면, 

산림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The most recent concern was an insurance bond that would guarantee to the 
Forestry Department that all the land would be returned to its natural condition if we 
did not complete the project. This bond alone cost us about $70,000. We were not 
sure that we would be given the bond even for that premium. We received it in late 
September. The Forestry Department has finally signed off. We have now presented 
everything to the Building Department of the City of Taebaek for them to issue the 
permit. They are as anxious as we are to move forward on this project so we do not 
expect any issues there.  

최근 관심사는 우리의 건축 계획이 완공되지 못하면 센터 부지를 모두 

복구하기로 산림청에 약속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만 7 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보험 가입료를 내도 가입이 될 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 월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도 

허가서를 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를 태백시 건축과에 제출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우리가 건축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w, the big issue is that we wait until the Lord sends us the money needed to do 
the actual construction for the first phase, Community Village. This is five buildings 
that will provide the new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our faculty, the members 
of the Three Seas Community and others who are waiting to come join us. It will also 
provide us with dormitory space so that we can bring in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as well as others who want to attend. This whole phase will cost about $5 
million.  

이제 주님께서 건축의 첫 단계인 공동체 마을을 세우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주시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공동체 마을에는 다섯 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생명의강 학교의 새로운 캠퍼스와 교직원 및 삼수령 공동체 식구들을 

위한 숙소 및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 됩니다. 또한 

생명의강 학교에 오기 원하는 외부 학생들과 탈북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두를 위해 5 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Once we have most of this money in hand, we will seeks bids from construction firms 
and take that next big step. This work is God's. He has called for it and He has seen 
fit to do it through the laws and city plans that require us to do it all in a much bigger 
way than we would have chosen. We are confident that He will provide through His 
Church so that we can not only expand the school but also start offering training 
programs year around as we prepare urgently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건축 자금이 생기면 건축사를 선정해서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셨고 법과 도시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보다 훨씬 큰 계획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확장될 뿐 아니라 북한 개방을 위해 시급히 준비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joice with us in what has been accomplished and pray with us that the needed 
funds come it. I know that God also wants this center to be a living, practical symbol 
of the whole Church working together in unity across denominational lines. We look 
forward to seeing that come to pass. If anyone would like more details, feel free to 
email me. I will send you a set of documents providing the background and business 
plan as well as some of the architectural drawings.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우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또한 이 일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삼수령 센터가 교파를 

초월하여 온 교회가 연합하여 일하는 실제적이며 살아있는 상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언제든 제게 메일을 주십시오. 설계도와 함께 사업 배경과 

계획에 대한 문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The Three Community 삼수령 공동체 

Our community has been enjoying this Chusok season with lots of visitors, special services and good 
food! Things are going well. We have three new families that have joined us over the course of this 
past year, the most recent being the family of John Cho who came in September. We are very 
thankful that we were able to complete another new home this summer. We have permission to build 
a third but we are waiting for God to send the funds for that--hopefully, next year. 

우리 공동체도 많은 손님들과 함께 추석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음식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의 모

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해 세 가정이 새로 들어 왔는데, 9월에도 조 요한 

형제 가정이 목장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관리사를 완공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로 우리모두 감

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사도 짓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 새 집을 건설하면 좋겠습니다  
 

Brother John Choi and his family have been on Sabbatical in England, Europe and now back in Korea. 
Through a lot of prayer and community discernment, they have chosen to return to Jesus Abbey itself 
rather than the Ranch when the come back next year. We are confident that this is the right decision 
and that they will be a great additoin to the Mother House community. There are others who want to 
move to the Ranch. We will be making some decisions about this after Liz and I return later this month. 
We are thankful for all who want to join in the work of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At the 
moment, the biggest issue is housing. We pray for guidance and God's provision. 

최요한 형제 가정은 안식년 중으로 영국과 유럽을 거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기도와 공동

체의 분별을 거쳐서 안식년 후에는 목장이 아닌 예수원 본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으며 요한 형제 가정이 본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장에 오

기 원하는 지체들이 더 있어서 이 달에 저와 리즈자매가 귀국하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 합니

다. 우리는 북한 개방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Koinonia and Korea: Thoughts on Korean Unification코이노니아와 한

국: 한국 통일에 관한 생각 

Last month, we announced the new anthology of essays by Fr. Archer Torrey that relate to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whole l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ny of his writings have been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one volume. We have been very pleased with the 
enthusiastic response to our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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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US, the cost is $14 and shipp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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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북한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대 천덕 신부님의 글을 모아서 새로운 책이 출간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한 권에 한글과 영문이 동시에 담긴 책으로 대 신부님 책이 출판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mailto:bentorrey@thefourthriver.org


이에 대해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렬한 호응에 우리도 기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홍성사 출판

사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미

국에서 주문하면 책값은 14달러이며, 배편은 12달러(두 달 소요), 항공편은 20달러입니다. 여러 

권을 주문하시는 경우 배송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제게 메일을 주시기 바랍

니다.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으로 

Ben Torrey, 벤 토레이 

Director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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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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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수표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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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해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한국분들은 국민은행의 예수원 계좌(308-01-

0329-028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메일(jasamsu@hanmail.net)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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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위한 헌금은 예수원 이름의 우체국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생명의강 학교: 우체국 201103-01-002331 (사)예수원  
 

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jasam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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