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ppy New Year! 
May the Lord grant you many blessings 

in 201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2011 년 한해에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A Matter for Urgent Prayer 
South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most severe outbreak of hoof-and-mouth disease in 

its history.  This is a highly contagious viral disease afflicting cloven hoofed animals.  (It is 

not dangerous to humans.) It is affecting Korean cattle and pig farmers.  The epidemic, which 

started in November, has so far caused about $350 million (400 billion won) in losses.  It is 

easily spread on the clothes of people and the wheels of vehicles.  The Three Seas Ranch is 

operating under a self-imposed quarantine to limit contact with people from elsewhere as 

much as possible.  Once one animal shows symptoms of the disease all others within a 500 

meter radius must be destroyed.  So far about 450,000 pigs and cattle have been ordered 

destroyed. 
  
We are working hard to make the Three Seas Ranch a profitable cattle business that will 

provide a strong financial foundation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in a couple years or so.  If 

the disease hits our ranch, we will be wiped out.  Because of our direct-to-consumer marketing 

method, we command a good net profit on each head of cattle sold which would never be fully 

compensated by any potentia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We currently have about 65 

head of cattle each one worth between $5,000 and $10,000. 
  
Outbreaks of hoof and mouth disease have occurred in counties not far from Taebaek 

City.  While we are concerned for our own heard, we are also very concerned for the other 

cattle outfits in our area.  This is a devastating  disease for all animal raisers.  Please pray 

that the epidemic end quickly and that God protect all swine and cattle raisers in our area. 



긴급 기도제목 

대한민국에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구제역이 창궐 중입니다.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들에게 치명적이어서,(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한우와 
돼지 사육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1 월에 발병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대략 3 억 5 천만 달러(4 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자동차 
바퀴나 사람들의 옷을 통해서 쉽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수령 목장도 가능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마리라도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면 반경 500 미터 이내의 모든 동물이 도살됩니다. 
지금까지 45 만 마리의 돼지와 소가 살 처분 됐습니다.  

삼수령 목장은 1~2 년 내에 수익을 내어서 생명의강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우 판매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우리 목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 모든 사업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에게 한우를 
직판함으로 인해서 두당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것은 
정부지원사업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목장에는 65 두의 한우가 
있고, 두 당 5 천 달러에서 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태백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병했습니다. 우리 목장뿐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가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모든 축산 
농가에게 극심한 피해를 줍니다. 속히 구제역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의 
모든 돼지와 한우 농가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he Serious Consequences of Watching TV 

Reports have come out of North Korea that about 1,200 people have recently been imprisoned in the 

northwestern city of Kaechon for watching South Korean TV programs on DVDs.  Prison terms are 

two to five years with harsher treatment than other offenders receive.  North Korea established a 

special police unit to crack down on those with "rotten spirit."  DVDs of South Korean TV programs 

and movies flow into the country from China and are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outside 

worl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Pray for those imprisoned for watching the programs and that, 

as this type of information spreads, all North Koreans will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outside. 

TV 시청의 심각한 결과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DVD를 통해서 남한의 TV프로그램을 시청한 북한 
주민 1,200 여명이 북한의 북서쪽에 위치한 개천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다른 범법자들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고 형량은 2 년에서 5 년이라고 
합니다. 북한 경찰은 “썩은 정신”을 가려내기 위해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한의 TV프로그램과 영화가 담긴 DVD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TV시청으로 인해 구속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정보가 
계속해서 북한에 퍼져서 모든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January and February are vacation months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While Principal Liz 

Torrey and her administrative assistant Esther Oh are taking some time to rest, they will still be 

busy most of this time.  Families continue to apply for enrollment for the new school year, 

which begins March 2nd.  Two new teachers have been hired.  We still have a vacant position. 

One of our original teachers is out on sick leave with a serious back condition and will not be 

able to teach this coming year.  Please keep him, Taekyun Pae, in your prayers for 

healing.  Also join us in praying for the Lord to send us just the right teacher to fill out the 

faculty.  Liz is in the US for the month of January but stays in touch with Esther by Skype. 
Please keep the school in your prayers as we continue preparing for next year! 

생명의강 학교 

1, 2 월은 생명의강 학교의 겨울방학 기간입니다.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과 
행정담당 오 에스더 선생님은 잠깐의 휴식을 취하지만, 이 기간에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겠습니다. 내년 3 월 2 일 입학을 앞두고 여러 가정에서 계속해서 
등록 문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신입 선생님이 선발됐지만, 아직 
공석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시기로 한 배 태균 선생님이 허리 문제로 인해 병가를 
가시게 돼서 내년에 교직을 맡으실 수 없게 됐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적절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즈 교장선생님은 1 월에도 미국에 머물지만 에스더 선생님과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내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As related above, the thing that is on our minds the most these days is the hoof-and-mouth disease 

epidemic.  Do be praying about this.   

  



The community is down to two families and one single woman at the moment as one family moved out 

the end of December following their two year commitment, Sister Mayim Park is out on sick leave and 

Liz and I are away until February.  It has been very cold and there is a lot of snow so life for 

those remaining is not easy and there is a lot of work to do.  Keep the Three Seas Community in your 

prayers. 

  

Ben and Liz are in the US currently.  We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annual meeting of the Dunamis 

International Fellowship in Black Mountain, North Carolina in January.  On our way back to 

Connecticut, we will be stopping in Fairfax, VA to join with Professor Kim Hyun Shik in speaking at 

Truro Church on Sunday evening, January 23.  Prof. Kim is an old and dear friend who has an 

amazing story to share of his time in North Korea as a professor and as a tutor to the family of Kim Il 

Sung.  If you are in the area, please come! 

  

삼수령 목장과 공동체 

위에서 언급한대로 요즈음 우리의 최대 관심은 구제역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는 12 월말에 한 가정이 2 년의 시간을 마치고 떠나고, 박 마임 자매는 
허리 수술로 인해 병가중이고, 또한 리즈자매와 제가 2 월까지 미국에 머물게 
되면서 현재 두 가정과 독신 자매 한 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올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눈으로 남아있는 식구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삼수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과 리즈 부부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1 월중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에서 두나미스의 연례 모임에 참석하고, 코네티컷으로 돌아오는 길에 
패어팩스에 머물며 김현식 교수님을 만날 계획입니다. 김현식 교수님은 1 월 
23 일 트르로(Truro)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 주실 계획입니다. 김 교수님은 
김일성의 가정교사로 있었던 탈북 교수님으로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줄 것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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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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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또는  

  
You may contribute via check made out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Send 
checks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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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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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헌금은 미국 세금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됩니다.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contribute to the Three Seas Center and our 
construction program, you can make a bank transfer to our Yesuwon account at: 



Kookmin Bank account number 308-01-0329-028.  Please let us know via email 
(jasamsu@hanmail.net) that you have sent funds and if they are for any particular 
purpose.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삼수령센터와 건축에 헌금하기 원하시면 다음의 
예수원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ou may contribute specifically for operating the River of Life School through 
deposits to the following account: Korea Post Office account number 201103-01-
002331 in the name of Yesuwon 

 생명의강 학교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이름으로 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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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Foot and Mouth Disease Update 구제역 진행상황

The Foot and Mouth Disease outbreak in Korea continues unabated.  There is major 
concern that massive travel over the Lunar New Year period (Lunar New Year is 
February 3rd) may aggravate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is encouraging people to 
stay home on this traditional holiday--the one with the most travel of the year.

구제역 발생 이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귀성인파로 인해 구제역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가장 큰 명절인 설임에도 불구하고 귀경을 자제하길 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t this point, 140,000 cattle and almost 3 million swine have been destroyed.  This is 
one fourth of the entire South Korean swine population.  Many farmers' livelihoods have 
been destroyed.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a massive vaccination program.  All 
cattle have been vaccinated and all pigs should be by the end of this week.

 현재 14만두의 소와 3백만 마리의 돼지가 살 처분 됐습니다. 이는 전체 양돈 농가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백신접종을 벌이고 있어서, 소는 모두 백신접종을 끝냈고 돼지는 이번 주말에 접종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Of major concern are reports that the disease has now shown up in North Korea, which 
has far less resources to combat it.  This could be a devastating hit to a population 
already suffering from food shortage.

 최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를 막을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

다. 이로 인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이 가중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Pray for a speedy end to the plague of foot and mouth disease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We are deeply thankful to God that our city of Taebaek and our own Three Seas 
Ranch have so far been spared.

 남북한 모두에서 구제역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백지역과 
삼수령목장은 안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ncreasing Instability and Desperation 불안과 절망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turbing signs out of North Korea indicating instability 
and desperation.  One of these include bringing Chinese troops onto NK soil for the first 
time in over twenty years ostensibly to protect Chinese port facilities in the city of Rason. 
Another is the recent incursion of North Korean border guards into China to kill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escaped across the border.  Please pray that God watch over 
this land and give South Korean and other world leaders wisdom concerning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의 상황이 불안하고 절망스럽다는 것을 알려주는 많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중국이 지난 20년 사이에 처음으로 북한땅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입니다. 표면적

인 이유는 나선시의 중국 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짐은 북한 국경 경

비군이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사살하기 위해서 중국에 까지 침입하고 있다는 점입니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남한과 세계정상들이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

응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Principal Liz Torrey has been in regular contact with her administrative assistant Esther 
Oh at The River of Life School.  Now she is getting ready to return and be there in 
person starting the second week of February.  We are excited about the new faculty that 
are joining the school and all the new students enrolled.  We ended last school year with 
12 students in 1st and 2nd year of middle school.  We are adding third year and 
doubling the enrollment.  This new year will be a major challenge--we still need to bring 
on one or two more teachers--but we are confident that it will be a very good year.  
Please keep Principal Liz and the school in your prayers.

그동안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은 생명의강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오 에스더 행정선생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학교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귀국하게 되면 2월 둘째주

부터 출근해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학교에 합류하시는 선생님들과 신

입생들을 만나볼 것에 흥분해 있습니다. 지난 학기를 마칠 때 1, 2 학년 모두 12명이었는

데, 새 학기에는 3학년 과정이 개설되면서 두 배로 학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올 해는 생

명의강 학교에게 큰 도전의 해입니다. 여전히 한 두분의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도 놀라운 시간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리즈 교장선생님과 학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ree Seas Ranch and Community 삼수령 목장과 공동체

Please continue to keep our community in your prayers.  Ben and Liz return from their 
trip to the US this month.  However, Ben will continue to be on the road quite a bit to 
raise funds for the capital campaign.  We need to begin construction of the new school 
and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this spring--pray for that.  While he is away and Liz 
is at school on a daily basis, the rest of the community are taking care of the ranch and 
al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Because of the plague of foot and mouth disease, no 
one leaves the ranch any more than absolutely necessary and no visitors are able to 
come visit us.  This has also been an extremely cold winter.  This has taken a toll on 
the facilities, our houses and the barns.  We do appreciate your prayers for us in all 
these things.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과 리즈 부부는 미국 여행을 
마치고 곧 귀국합니다. 하지만 벤 형제는 모금운동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올 봄에는 새로운 학교 캠퍼스와 삼수령 센터를 위한 건

설이 시작돼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벤 형제는 출장으로 출타가 많을 것이고, 리즈 자

매는 매일 학교에 출근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남은 식구들이 목장 일과 기타 행정적인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올 설에는 목장 식구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방문객

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올 겨울은 유난히 춥기까지 해서 여러 시설과 우사 및 주택에 
손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First of all... Please accept our apology for being late with the March prayer 

calendar! February is a short month and the last week or so has been very 

busy, so we are a bit late.  Sorry... 

3월 기도달력이 늦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2월이 짧고 지난주에 너무나 바빠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Foot and Mouth Disease Update 광우병 소식

Foot and Mouth Disease has now become something of a routine part of life 

here in Korea--sad to say.  There continue to be outbreaks in new areas and 

it continues to occur in areas that had outbreaks in the past.  Vaccination, 

which has been going on, is a help but not a guarantee prevention because 

we are dealing with a virus that changes like the flu virus does.  The vaccine 

available is for a slightly different strain of the disease.  The long-term 

solution is to improve feed and general living conditions for the cattle 

throughout the country so their immune systems will be able to fight it. That 

means more expensive feed and outdoor grazing in the summer--difficult for 

many who raise cattle.  Please keep Korea in your prayers as we adjust to 

this new reality.  We thank God that our animals have been healthy and the 

disease has not entered our region.  All vehicles coming into the city limits are 

sprayed with disinfectant and passengers getting off the trains have to walk 

across a disinfectant mat.  We hope these measures are enough.  Do keep 

praying.

이렇게 말하긴 가슴 아프지만, 구제역이 이제 한국에선 일상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새로운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에 일어났던 지역에서도 다

시 터지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진행 중이지만 조금 도움이 될 뿐 예방을 보장해 주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계통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전국적으

로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사료를 공급해서 동물들이 구제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싼 사료를 감당해야 하고 하절기에는 방목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현실에 잘 대

처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우리 목장의 소들

은 건강하고, 아직 태백지역에는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은 도시 

경계를 지날 때마다 소독약이 나오는 스프레이를 통과하고,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소독약

을 뿌려놓은 매트를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NK Government's new fears 북한 정권의 새로운 두려움

 

As news about events in the Middle East slowly penetrate North Korea 

through people coming and going to China, a small amount of cell phone 

usage in the Chinese border area, and DVDs of South Korean television 

program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people rising up against dictatorial 

governments.  The situation in Libya is particularly alarming to North Koreans 

as they have close ties with Kaddafi and the state.  North Koreans have 

always considered Libya to be a wealthy nation and to hear that the people 

are revolting against the leader is puzzling to many.  The government i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e people will consider revolting as they hear of 

the news from outside.  To combat this, they have created new riot squads in 

some provinces and increased the number of obligatory propaganda sessions 

for cadres.  This increased attention on political orthodoxy may actually have 

the reverse affect of making people wonder why and start them thinking in 

new ways.  Our prayer is that people will become aware and put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allow freedoms that do not currently exist.  We also fear 

that there may be bloody crackdowns and greater suffering for the people.

 중동 사태에 대한 소식이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 중국과 맞닿은 지역의 휴대폰 사용 및 남

한의 tv프로그램과 dvd 등을 통해서 북한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

민들이 독재정권에 대항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는 이 

나라와 카다피 국가 원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에게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리비아를 부유한 국가로 여기고 있어서 국민이 국가원수에게 대항하고 있

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수수께끼입니다. 정부는 특별히 주민들이 외부에서 뉴스를 듣고 폭동

에 대해 생각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지역별로 폭동에 대비

한 민병대를 훈련하고, 군대의 선전과 선동의 의무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정통

성에 대해 초점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궁금해 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

각해 보게 하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은 북한 주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정

부를 압박해서 북한에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혈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임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Another factor contributing to the general situation in the country is the 

increasingly severe food situation.  Last year's crops suffered from serious 

flooding that reduced the fall harvest.  People depend heavily on the spring 

harvest as late winter is always a difficult time.  This winter has been the 

harshest in 66 years killing many of the crops that usually go through the 

winter for the spring harvest.  The government has been asking for food 

assistance from the US, the UN and others.  Humanitarian groups have been in 



to review the situation.  They have also tried to buy grain on the open 

market.  However, with the high price of grains in the world market, there is 

not as much available from any source and the funds the North has do not 

stretch as far.  Additionally,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climate, there 

is little interest in helping North Korea out.

북한의 상황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심각한 식량난입니다. 작년 농사는 심각한 홍수 

피해로 인해서 가을에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막바지 겨울이 보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봄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은 66년만의 혹독한 

추위로 보통 겨울을 이겨내고 봄 수확까지 살아남던 많은 작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미국 및 UN과 다른 나라에 식량원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상황

을 살피면서 오픈 마켓에서 곡식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북한으로서는 식량을 얻을 곳도 자금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

재 국제 정치 기후에서 북한 원조는 관심 밖입니다.

Pray for a new day to come to North Korea that will usher in freedom and 

the ability to meet the food needs of the populace, not to mention to 

worship, speak and dream freely.

북한에 자유가 올 새로운 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자유롭게 말하

고 꿈꿀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Special Word Concerning the Stronghold Over North Korea 

북한을 덮고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한 특별 기고

Recently, I sent out a special call for repentance and unity within the Church 

in order to enable us to attack the spiritual stronghold over North Korea.  

Many of your responded to me with strong confirmations and words of 

appreciation.  Thank you!  I am also encouraged by two events that have just 

happened.  The first one is the election of Pastor Lee Young Hoon of the 

Yoido Full Gospel Church (successor to Paul Yonggi-Cho) to be the new 

chairman of the WCC affiliate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This is 

one of two ecumenical church bodies in Korea and the one that is generally 

considered very liberal.  Pastor Cho, founder of the Yoido Church, preached at 

the installation service, which I was privileged to attend.  He spoke of the 

need for conservative and liberal Christians to come together in Christ, that 

we should think of ourselves as the right and left hands of the same Body.  

The second event is a new launch of the Thursday night prayer meeting for 

North Korea that has been held for a number of years at the SaRang 

Community Church in the Kangnam area of Seoul, as a united prayer meeting.  

The first of the new weekly united prayer meetings is Thursday, March 3rd.  



There has been a special attempt to bring together Christians from all 

denominations to pray in a concerted manner for North Korea.  Please add 

your prayers for unity to these recent events.  May the hearts of all 

Christians, especially the pastors and leaders, truly reflect the heart of Christ.

최근에 저는 북한을 덮고 있는 견고한 진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회개와 일치를 촉

구하는 특별한 글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에 강하게 확신하며 감사의 말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저 또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

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영훈 목사님이 한국 교회협회의 WCC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두 교회 협회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매우 진보적이라고 알

려져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창시자인 조 용기 목사님은 취임 예배에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은 보수와 진보 모든 기독교

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같은 몸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여겨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몇 년간 멈추어 있던 북한을 위한 

연합 기도모임이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첫 출발은 3월 3일 목요

일에 있습니다. 이날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콘서트 형식으로 북한을 위해 기

도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특별히 목사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추도록…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oday, as I write this, is the first day of school!  It is an exciting day for our 

teachers and our 25 students.  We still need a science teacher and a Bible 

teacher.  I will be teaching the Bible curriculum between now and Easter. Pray 

for me to do a good job.  Pray for the new teachers that we need and 

continue to hold Principal Liz in your prayers as she leads the school.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선생님들과 25명의 학생들 모두

에게 흥분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학과 성경을 가르치실 선생님을 필요로 합니다. 

부활절까지 당분간은 제가 성경 과목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일을 잘 해내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새로운 선생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교를 이끌어 가는 리즈 교장

선생님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y major priority these days is our capital campaign to raise funds to begin 

construction on our permanent school facilities at the Three Seas Ranch this 

spring.  We are already stretching our borrowed facilities to the max and still 

have another year to go there before we can hope to move to the Three 

Seas.  If we are not able to begin construction this spring, we will lose 

another year of construction and will need to find other temporary quarters 

for the school.  We currently need about $1 million to begin construction and 



$5 million to complete this first phase.  That is roughly 1,000,000,000  and 

5,000,000,000 Korean won.  Please pray that the Lord provide the funds we 

need in a timely manner.

요즘의 제 관심의 우선순위는 올 봄 삼수령 부지에 영구적인 학교 캠퍼스가 들어서도록 착

공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대한 분교의 가용한 시설을 최대로 사용하면

서 삼수령으로 학교를 이전하기 까지 1년 더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

일 올 봄에 건축을 시작할 수 없으면, 건축을 위한 시간 1년이 사라지고 학교를 위한 임시 

캠퍼스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착공을 위해서는 현재 백만 달러 필요하고 첫 번째 단계의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5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한화로는 대략 10억과 50억입니다. 

주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for your financial suppor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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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와 재정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글과 도움에 깊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달 적은 금액을 신실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로 인해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

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 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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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영문/한글 기도달력이 있으니 아래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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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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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보다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달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English 

Korean  

  

 

Foot and Mouth Disease Update 구제역에 대한 소식 

As I indicated last month, in South Korea we have settled into an ongoing state of caution in 

relation to foot and mouth disease (FMD).  While we generally consider that the outbreak that 

began last Novemeber is over, it is dangerous to be definite about that.  There are still a lot of 

measures in place to restrict the spread of the disease and more permanent measures are 

being contempl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ivestock industry. Pray that any new 

regulations put in place will be truly effective and well thought out--not stop-gap measures or for 

show.  It would be very easy to hamper the industry with new regulations that are actually not 

effective or are counter productive.  At the same tim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worsen.  Government attempts to hinder the spread of the disease, especially after it broke out 



initial ly in the Pyongyang area actually exacerbated the problem.  It is the army, especially, 

that is being hit hard  

because of their reliance on herds of pigs.  On the other hand, infected animals have been 

quickly butchered and distributed for people to eat so there has been a bit more food available 

then normal--for some populations.  FMD does not affect humans so this meat is generally safe 

to eat, particularly when well-cooked.  In any case, please continue to pray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as they work to deal with this serious disease. 

지난달에 말씀 드린 대로 한국은 구제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역은 작년 11 월에 시작됐고 더 이상 발병이 없다고 보고되지만, 확실하게 종식됐다고 

말하기는 위험합니다. 전염병 발병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여전히 펴고 있고, 정부와 축산 

농가는 구제역을 막을 영구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기 위해서 잠깐 

시행하는 대책이 아니라 구제역을 막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법령을 만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법령으로 축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만, 결코 구제역을 막는데 

효과적이지도 않고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동시에 북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북한 정부가 전염을 막았지만,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돼지 떼에 의존하는 북한 군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은 즉시 도축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서 식량은 더 늘어난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잘 익혀서 먹으면 안전합니다. 어쨌든 

북한과 남한에서 구제역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NK Government's response to the Libya situation 리비아 사태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응 

A number of North Korea watchers sense that the action that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taken in Libya will confirm to Kim Jong Il that he has made the right choice in continuing 

his nuclear weapons program.  Qaddafi offered to end his program several years ago in 

exchange for more openness to the West.  Now, he has nothing to negotiate with as the West 

has decided that he needs to go.  From Pyongyang's point of view, this is similar to what 

happened with Saddam Hussein and, even before that, when Mikhail Gorbachev began to 

move closer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In both of these 

cases, the US and its allies were involved in the change of rulers and the breakup of nations, 

empires and strongholds.  Kim Jong Il, on the other hand, continues to use his nuclear program 

to manipulate the West.  Of course, the  



picture is much more complex than can be explained in a brief paragra ph like this.  My point is 

that far from drawing conclusions that uprisings in the Middle East may threaten Kim Jong Il's 

stability and open him up to change, these events may actually cause him to take a harder 

stand.  We can never forecast accurately what kind of affect one event will have 

elsewhere.  This is why we need to continue at all times in prayer looking to the Holy Spirit to 

guide our actions and give us wisdom as we rely on the sovereign Lord of the Universe.  Keep 

praying!  

북한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한 것이 결국은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다피는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전제로 몇 년 전 핵개발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카다피로서는 서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협상할 내용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는 사담 후세인의 경우와도 비슷했고, 그 이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도자 교체와 국가 또는 제국과 견고한 진을 붕괴시키는 데 개입했습니다. 김정일은 

서방세계를 조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잡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그림은 워낙 복잡해서 이 몇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은 중동 사태가 

김정일 체제를 위협해서 문호를 열게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히려 김정일이 강경노선을 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어떤 

종류의 효과를 발휘하는 지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항상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School us going strong!  We are in our second month now and the students are coming 

together well.  The biggest issue is that we still lack a Bible teacher and a science 

teacher.  Pray for these two critical positions.  We also need a "master teacher", someone to 

help us train our other teachers and to prepare the high school curriculum as we look to next 

year.  These positions are not for the faint of heart!  While we do provide housing and a 

monthly allowance, we are not able to pay a full salary and the environment can be harsh; 

however the benefits include a warm community and some of  

the best scenery anywhere.  We are looking for teachers who know they are called to teach 

and believe that God has called them to The River of Life School.  This is a mission opportunity 



not a regular teaching job.  Teachers must be fluent in Korean and know their subject matter 

well.  If you think o f anyone who might be interested, send them to www.threeseas.co.kr for 

more information.  And pray!  

학교는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잘 지냅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성경교사와 과학교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임교사도 필요합니다. 주임교사는 우리 

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내년에 시작될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안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위해서 매월 수당과 

숙소를 제공하지만 제대로 된 월급은 드리기 어렵고 환경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공동체와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환경은 혜택임에 틀립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강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부르셨다고 믿는 그런 교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선교의 기회입니다. 교사들은 물론 한국어에 

능통하고 담당 교과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이에 관심 있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그분께 저희 홈페이지(www.threeseas.co.kr)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The Three Seas 삼수령 

Our ranch and community have made it through the winter well.  We are grateful to feel spring 

in the air even though there is still snow on the ground and some pipes in the barn are still 

frozen.  This is a great time of year as we look forward to new grass, flowers and all the beauty 

that God has blessed us with here. 

목장과 공동체는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곳곳에 여전히 눈이 보이고 축사의 수로는 

얼어있지만, 봄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봄은 새싹과 꽃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모든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We do need another family to come join us in the work here--there is so much to  

do!  One family completed their two-year commitment in December. We are expecting the Lord 

to send along a good family to take their place. 



이곳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살아갈 한 가정이 더 필요합니다. 작년 12 월 한 가정이 

2 년 일꾼 과정을 마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가정을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We have also begun the process of preparing our summer program.  We will be sending out 

information on that as we confirm the details. 

삼수령에서는 여름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for your financial suppor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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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글을 써주시는 분들, 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신실하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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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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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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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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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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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영문/한글 기도달력이 있으니 아래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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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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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prefer receiving the calendar as an attachment, let me know at 보다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달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English 

Korean  

  

 

On a Personal Note 개인적인 소식 

  

I want to express deep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responded to the newsletter that I sent out 

recently concerning my mother's health.  My mother, Jane Torrey, and I arrived safely in 

Charlotte, NC late Thursday night, April 28th.  It took several hours for her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his trip and related matters are the reason that this newsletter and calendar are a bit 

late getting out. 

최근에 제 어머니 제인 토레이 여사의 건강에 관해 보낸 소식지에 답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지난 4 월 28 일 목요일 밤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롯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서 어머니는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미국으로의 여행과 이와 관련한 일들로 인해서 이번 달 뉴스레터가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She is in very good condition.  The wound on her leg will take several weeks to heal but is no 

longer serious.  All infection in her blood stream has been cleared up.  She is enjoying the care 

that she is getting.  In a few days, we will transfer her to a skilled nursing center where they will 

focus on building her strength back up and caring for the wound.  We do not anticipate any 

problem in her attending our daughter's wedding in Southern California in June and returning to 

Korea later in the summer. 

어머니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몇 주가 

걸리겠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겠습니다. 혈류의 모든 감염도 제거돼서, 어머니는 

즐겁게 치료받으며 차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며칠 후면 어머니를 숙련된 간호사들이 있는 

센터로 옮겨서 기력 회복과 상처 치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머니께서는 6 월에 

남가주에서 있을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일정을 

소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all for your prayers!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An Urgent Need 긴급한 필요 

  

The Three Seas Center has had an office in Seoul for the past year.  This has been important 

for planning and developing our capital campaign to build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We are deeply grateful to the Apple in the Eye company for 

making the space available to us at no charge for one year.  The office, a three-room apartment 

in Shinsa Dong, Kangnam, Seoul, has been ideal, providing office space, a bedroom and small 

kitchen to use for our frequent trips to Seoul and a pleasant place to meet with people.   ThIs 

has been a major contribution towards the building of the School and the Center. 

삼수령센터는 지난 1 년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생명의강 

학교와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계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1 년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주신 "Apple of the Eye"회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사무실로 쓰는 아파트에는 사무실과 침실, 

부엌이 딸린 거실이 있어서 서울로 출장이 잦은 우리에게 유용한 숙소인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쾌적한 곳입니다.  

  

Apple in the Eye offered the space to us for one year and that year is coming to an end.  They 

now need to use the space for their business. They are actually extending the gift by one month 

to allow us time to find other space.  We must be out by the end of June--two months from now. 



 이 회사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준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곳을 알아보도록 한 달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두 달 후인 6 월 말까지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해야 합니다. 

  

If any of our readers know of space that may be available at either no cost or low cost,  please 

let us know.  You can email me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We need space in Seoul that 

will provide us with an office, meeting space and sleeping space for our people whenever they 

come to Seoul.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무상이나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bentorrey@thefourthriver.org.) 위치는 서울이어야 하고 사무실과 접견실을 비롯 

출장을 위한 침실이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In any case, please hold this need up in your prayers.  Thank you!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are pleased to have a member of Jesus Abbey who is currently on sabbatical coming to 

teach math for a semester.  This allows one of our teachers to take on the Bible course which I 

had taught up until Easter.  We still need a science teacher and someone to work closely with 

Principal Liz for teacher development and curriculum preparation, particularly for high school.  It 

is a special job that requires a special kind of commitment.  It is really a mission 

opportunity.  The school provides lodging, expenses and a small monthly allowance.  We do 

not provide a regular salary.  Please keep this need in your prayers.  Pray for the school and 

for Principal Liz as she responds to the challenge of this present situation. 

현재 안식년 중인 예수원의 회원 한 분이 남은 학기 동안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에 합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수학을 맡으셨던 선생님은 부활절까지 제가 담당했던 

성경수업을 감당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과학선생님과 리즈 

교장선생님을 도와서 내년도에 개설될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계발할 

선임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일들은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며, 실제로 선교의 기회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직 월급은 드리지 못하지만, 숙소와 숙소관리비 및 매월 수당을 제공합니다. 

교사 선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리즈 교장선생님과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The Three Seas 삼수령 



  

Our ranch and community will be welcoming a new family joining is at the end of this 

month.  We have some work to do to prepare their house.  We are excited about them coming--

a family with two elementary school children. 

목장과 공동체는 이 달 말에 합류할 새로운 가정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날 것에 모두 흥분돼 있습니다.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The barns are back in good shape after the winter and loss of water in one of them. 

겨우내 동파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사의 물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In relation to the Training Center, we are working hard to raise funds to build the School and the 

Center.  We are currently focusing on getting the various permits and preliminary work don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Lord will provide the funds to enable us to start construction this 

summer.  Please pray for our campaign and for me as I work on this.  There is a big task 

ahead of us but not too big for God! 

학교와 센터 건축을 위한 모금을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님께서 올 

여름에 건축을 시작하도록 자금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과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한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금 운동과 이를 위해 일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과업이지만, 주님에게는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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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후원에 감사합니다. 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들과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작은 액수라도 매달 신실하게 보내주시는 헌금은 대단히 큰 격려가 

됩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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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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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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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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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동역자님께, 

 

On a Personal Note—Update 개인적인상황 

Again, I want to express deep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responded to the newsletter that I 

sent out recently concerning my mother's health.  My mother, Jane Torrey, is currently enjoying 

excellent care at a skilled nursing facility in Greenville, SC.  The wound on her leg is healing 

steadily but more slowly than anticipated.  As it turns out, it is best for her to stay where she is, 

receiving good care until her leg is more completely healed.  This means that she will miss our 

daughter's wedding this month.  While we are all disappointed, we are truly grateful to God for 

all that He has provided for her healing.  We are confident that she will get completely well. In 

the mean time she is growing steadily stronger.  We look forward to her being in excellent 

health by the time she returns to Korea at the end of the Summer. 

최근제가보낸어머니현재인여사님의건강에대한 뉴스레터에많은분들이관심을보여주셔서다시한

번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사우스캐롤라이나그린빌의전문치료기관에서아주좋은진료를받고있습니다. 

다리의상처는나아지고있지만생각보다는시간이걸리고있습니다. 

다리가완치될때까지는지금계신곳에머무는것이좋다는결론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제딸의결혼식엔참석하시지못하게됐습니다. 우리는조금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어머니의치료를위해서모든것을예비하고계신것에진심으로감사하고있습니다. 

우리는어머니께서분명히완치되실것으로확신하고, 체력이꾸준히좋아지고있습니다. 

여름끝무렵에는완전히회복된모습으로한국에돌아가실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Thank you all for your prayers! 

기도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An Urgent Need 긴급한필요 

Last month, we published the following announcement--we still do not have new office 

space:The ThreeSeasCenter has had an office in Seoul for the past year.  This has been 



important for planning and developing our capital campaign to build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the ThreeSeasTrainingCenter.  We are deeply grateful to the Apple in the Eye company for 

making the space available to us at no charge for one year.  The office, a three-room apartment 

in Shinsa Dong, Kangnam, Seoul, has been ideal, providing office space, a bedroom and small 

kitchen to use for our frequent trips to Seoul and a pleasant place to meet with people.   ThIs 

has been a major contribution towards the building of the School and the Center. 

지난달서울사무소이전과관련해서광고를드렸습니다. 지난 

1 년간서울에두고있던삼수령센터사무실은생명의강학교와삼수령센터를위한모금운동에매우중

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를위해서무상으로사무실을임대해주신‘ Apple in the 

Eye’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침실과부엌및거실을갖춘사무실은강남의신사동에위치해서접근성도좋고, 

출장시숙소로도용이하고손님들을접견하기에도매우좋았습니다. 

그동안학교와센터일을위해서매우큰도움을주었습니다.  

  

Apple in the Eye offered the space to us for one year and that year is coming to an end.  They 

now need to use the space for their business. They are actually extending the gift by one month 

to allow us time to find other space.  We must be out by the end of June--two months from now. 

‘ Apple in the Eye’사는 1 년간무상으로우리에게이사무실을임대해주었지만, 

이제는자신들의사업을위해서사용해야한다고합니다. 

새로운공간을찾을수있도록한달의기간을더연장해주셨지만, 6 월말까지는사무실을비워야합니다. 

   

If any of our readers know of space that may be available at either no cost or low cost,  please 

let us know.  You can email me at.  We need space in Seoul that will provide us with an office, 

meeting space and sleeping space for our people whenever they come to Seoul. 

이글을읽으시는분들가운데무상이나저비용으로사용할수있는사무실을알고계신분들은제게이메

일(bentorrey@thefourthriver.org)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사무실과손님접견실및출장시머물침실

을갖춘사무실을구하고있습니다. 장소는서울이어야하구요. 

  

In any case, please hold this need up in your prayers.  Thank you! 



이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학교 

We have a science teacher!  However, we still need someone to work closely with Principal Liz 

for teacher development and curriculum preparation, particularly for high school.  It is a special 

job that requires a special kind of commitment.  It is really a mission opportunity.  The school 

provides lodging, expenses and a small monthly allowance.  We do not provide a regular 

salary.  Please keep this need in your prayers.  Pray for the school and for Principal Liz as she 

responds to the challenge of this present situation. 

과학선생님을드디어구했습니다! 

하지만리즈교장선생님과함께고등학교교과과정과교사양성프로그램을계발할선임교사를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교사는특별한종류의헌신을요하는특별한직업이지만, 선교의기회입니다. 

학교에서는숙박과제반비용및매월소정의수당을드리지만, 정규월급을드리지는못합니다. 

이를위해서계속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재의상황가운데서리즈교장선생님과학교가잘대처해나가도록기도해주십시오. 

  

The Three Seas  삼수령 

We extend a special welcome to a new family joining us at the ThreeSeas, Paul and Rose 

Virginia Lee and their two young children. We are grateful for their decision to join with us and 

help with the work at the ThreeSeas.  They have extensive experience living at Jesus Abbey 

and in other communities.  They have actually both lived at the Three Seas Ranch in the 

past.  They know what they are getting into!  We look forward to growing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ommunity. 

삼수령공동체에새가정이합류했습니다. 바울과로즈버지니아부부와두자녀입니다. 

삼수령에서함께살며일하는삶을선택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고있습니다. 

이가정은예수원과다른공동체에서생활한경험이있고, 전에목장에서살기도했습니다. 

그래서어떻게적응해나갈지잘알고있습니다. 

우리는공동체에서형제와자매로함께자라나갈것을기대하고있습니다.  

  



A recent development with the Forestry Department, which owns the ThreeSeas land and 

controls our use of it, has opene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some our old and very deficient 

housing.  We look forward to replacing three small houses, one of which is not habitable at this 

time, with three more spacious and up-to-date structures.  We are actively working on 

confirming the permission for this.  Join us praying that we do get the permissions and that the 

Lord provide the funding needed. 

우리에게목장땅을대부해준산림청에서최근새로운관리사를지을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습니다. 

세채의집(관리사) 중에서한채는현재가족들이머물지못하고있는데, 

세채모두헐고좀더넓고새로운집을지을수있게될듯합니다. 

허가를얻어내기위해서더적극적으로타진하고있습니다. 

집을지을수있는허가를받아내고또필요한재정도주님께서채워주시도록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In relation to the TrainingCenter, we are working hard to raise funds to build the School and the 

Center.  We are currently focusing on getting the various permits and preliminary work don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Lord will provide the funds to enable us to start construction this 

summer.  Please pray for our campaign and for me as I work on this.  There is a big task 

ahead of us but not too big for God! 

삼수령 센터와 관련해서 학교와 센터를 짓기 위한 모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 

여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정을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류 및 모든 제반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과 이를 위해서 일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과업이지만, 주님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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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와 재정으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의 글을 써 

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정이라도 매달 성실하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이름으로, 

벤토레이 

네번째강계획추진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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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Seas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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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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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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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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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클릭하시면 7 월 기도달력을 각각 영문과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Korean 

  

If it won't open, download Adobe Acrobat Reader for free from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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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달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의 상황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food situation seems to be 

increasingly precarious.  Some of the latest information is that the potato harvest has been 

particularly small because of droughts and lack of fertilizer. Potatoes are critical for carrying the 

populace through the summer until the corn harvest. There have also been recent reports, 

including new video footage smuggled out, that show even the military is suffering from lack of 

food.  This is a powerful indicator of how bad it is because of the strong North Korean focus on 

the military first. The footage that is coming out is every bit as grim as that from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The government is increasing the crackdown on "anti-socialist" behavior.  The 

irony is that this very crackdown appears to be increasing the amount of such behavior.  This is 

nothing new as the government's suspicion of many people was that actual factor or final straw 

that led them to defect. Here is a two-part article about this--part one and part two. One of the 



most amazing recent develpments is that serious anti-Kim Jong Il grafitti has shown up in 

Pyongyang.  The search for the person who expressed his opionion shut down the city of 

Pyongyang for several days.  At this point, they have still not caught the culprit.  That this sort 

of thing should happen in the capital is a strong indicator of the continuing deterioration of 

matters in the North.  Please keep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your prayers every day. 

북한의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식량문제는 훨씬 불안해 진 듯 합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은 가뭄과 비료 부족으로 인해서 감자 수확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감자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옥수수 수확까지 여름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작물입니다. 심지어 군대도 

식량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담긴 비디오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군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원칙을 고려할 때 이는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디오로 나오는 모든 장면은 90 년대 말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생기 없는 모습 

일색입니다. 북한 정부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반사회적인 행동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정부가 많은 

주민을 감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며 탈북을 

결행하게 하는 실제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사가 

있으니 보십시오. 최근에 보이는 가장 큰 발전은 평양에 김정일을 반대하는 낙서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며칠간 평양이 봉쇄되기도 

했지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도 평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도해주십시오. 

  

Thank you! 감사합니다! 
A number of you responded concerning our need for new office space in Seoul.  We have 

secured a good space for the office work and our Seoul-based administrative worker, Esther 

Park.  She will be enjoying more fellowship with friends than was true in our last location where 

she was fairly isolated.  We still have not solved the problem of a regular place to stay 

whenever we have to go to Seoul; however, there are a couple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I 

think that one or another will work out by the end of the year.  In the meantime, we will be 

looking at less-expensive overnight lodgings of one sort or another.  We would appreciate your 

continued prayers for this. 

서울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일단 

서울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 에스더 자매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했고, 새로운 

사무실은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에스더 자매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무실에서는 거의 혼자서만 일해서 사실 고립돼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서울로 출장 

가게 될 경우 머물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그 때까지는 출장 시 머물 저렴한 숙박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I would like also to thank everyone for your prayers for my mother, Jane Torrey.  She continues 

to receive care at an excellent and beautiful facility in Greenville, SC.  The wound on her leg 

continues to heal but, because of her age, it is a very slow process.  It looks like she will be 

receiving treatment at least through the end of July.  Please continue to hold her in your 

prayers. 

저희 어머니 재인 토레이 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남가주 그린빌의 최적의 아름다운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리의 상처는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차도가 아주 느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 월 말까지는 치료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he Lord has been moving among our students. They recently had a wonderful opportunity to 

perform at a Unification concert at the SaRang Community Church in Seoul.  This is part of a 

series of Thursday night prayer meetings for North Korea featuring various different 

speakers.  As of this writing, the concert is not yet on the web site but should be posted 

soon.  (I spoke there on April 7th.  You can access my talk--in Korean here.) Our students did 

very well and enjoyed the opportunity to hear the other performers, all of whom were 

outstanding.  Then, the next day at school, they heard from evangelist Jaeson Ma who has 

been spending some time at Jesus Abbey.  It was a great time of conviction and prayer.  Many 

of the students were moved very deeply.  We want to build on this as the young people draw 

closer to the Lord and seek Him in prayer.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최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통일 

콘서트에서 공연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일 콘서트는 매주 목요일 사랑의 

교회에서 다양한 강사들을 모시고 열리는 북한을 위한 기도회의 일환이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 콘서트 실황이 올려지지 않았지만, 곧 게시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 월 7 일에 

강의했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연을 훌륭히 해냈고, 다른 분들이 뛰어난 공연을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예수원에 머물고 있던 복음전도자 제이슨 마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와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가운데 주님을 찾는 시간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네번째강 계획 

With the way that God has been moving among the students of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the 

things that He has been showing us about renewing our commitment to prayer, we are 

preparing for our summer labor schools with the theme of, "Teach me to pray, Oh Lord."  The 

Lord has re-emphasized to us, again, how crucial prayer is for all that we do and for the 

preparation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It is fundamental to the healing of this land and 

people.  We need to lay ever more extensive foundations in prayer.  We are looking to our two 

one-week schools in Augu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special times of drawing 

the young people deeper into prayer both so as to deepen intimacy with God and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for Korea--North and South.  Please remember us in your prayers as we 

prepare for the labor schools. 

하나님께서 생명의강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과 우리에게 기도에 새롭게 

헌신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며, 올 여름 노동학교는 “오 주여,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북한 개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기도에 

좀 더 넓은 기초를 세워야 할 때 입니다. 8 월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주간의 노동학교 기간이 청소년들이 기도에 더 가까이 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고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We continue to raise funds to begin construction of the Three Seas Center that will be the new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From the beginning, the Lord impressed on me the need for 

the Christian Church to seek unity.  This is the most important preparation of all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Increasingly, I feel that God is waiting for us. Once the Church in Korea comes 

together in meaningful unity and cooperation then He will open the doors to the North. Recently, 

He showed me that this imperative for unity and the work to build the Center are intimately 

connected.  He wants the Three Seas Center to stand as a symbol of Church unity.  As the 

Korean Church comes together in practical cooperation to put up the funds needed to build the 

Center, it will serve as a testimony to the world that the churches of Korea are really together in 

this work and that there is a new spirit of cooperation at the most practical levels.  We pray that 

the churches of Korea unite around this project, that they join together to build the Three Seas 

Center as a place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and the healing of the nation.  As I 

felt the Lord speaking to me about this, I wrote a message to the leaders of the Korean 



Church.  If you are interested in reading it, you may find it here in Korean and in English. Pray 

that God anoint this message as I continue to send it out to Church leaders. 

생명의강 학교를 위한 새로운 캠퍼스가 될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한 모금 운동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교회가 일치돼야 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북한 개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느낌이 점점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일치와 협력을 이루면, 그 때 주님께서 북한을 향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최근 주님께서는 교회 일치와 센터 건축이 긴밀히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삼수령센터가 교회 일치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센터 건축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실제적으로 협력하면,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함께 하고 있고 새로운 협력의 영이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북한 

개방을 준비하고 조국의 치유를 위해서 일하게 될 삼수령 센터를 함께 건축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제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서, 저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 원하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나 영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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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 본부장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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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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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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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헌금은 미국 세금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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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의 상황 

Some of the recent information out of China and North Korea indicates that there is an ongoing 

crackdown on refugees leaving the country.  Heir apparent, Kim Jong-Eun is reported to have issue 

shoot-to-kill orders for anyone attempting to flee the country.  This order went out just prior to 

elections held in July.  (With almost 100% participation and a full 100% vote for the single slate of 

candidates.) The Chinese have also been rounding up defectors in China and sending them back 

even, according to some sources, sending back women who have married Chinese m en and have 

children. At the same time, there seems to be increasing boldness in expressing dissatisfaction with 

the regime including graffiti on election posters declaring support for South Korea's conservative 

president, Lee Myung Bak, often vilified by the official North Korean press. 

중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최근 소식에 따르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 상속자 김 

정은은 탈북자들을 발견하는 대로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7 월 선거전에 

발효되었습니다.(선거는 100% 투표율과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한 100% 찬성의 결과를 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중국 내 탈북자를 찾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두고 있는 여성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은 더욱 대담해져서, 북한 언론이 비난하는 남한의 이 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거 포스터에 낙서한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The health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be grim.  There was a very sad story recently about 

many people dying from unsanitary operating procedures and poor diagnosis.  There is also a great 

need for medical supplies. 

북한의 건강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위생적인 수술과정과 엉터리 진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On a more positive note, the European Union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approved food 

assistance to NK, even as the United States may be making it harder to send aid.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미국이 북한 식량 원조를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과 남한 정부가 이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So, continue pray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current situation. 

북한 주민들과 현재의 상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The school is now on summer vacation, but everyone is still pretty active.  The third year students 

have spent the past week in a special English Revival Camp that includes a large number of young 

people who have left North Korea and now live in the south.  The first week of August, all three 



classes (1st, 2nd and 3rd year of middle school) will be participating in our summer labor 

school.  After that, they will get some time to relax with their families.  In the meantime Principal Liz 

and her assistant Esther Oh have been very busy with administrative tasks and the teachers with final 

reports.  There is still a lot to be done to prepare for the second semester as well as getting ready to 

start the high school next year.  All of the faculty have a lot of work to do.  Please keep Liz and the 

faculty in your prayers. 

학교는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만, 모두 활발히 보내고 있습니다. 3 학년 학생들은 지난 한 주 탈북해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한 특별한 영어 회복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8 월 첫 주에는 

1~3 학년 모두가 삼수령의 노동학교에 참석합니다. 그 후 가족들과 얼마간 방학 기간을 보내겠습니다. 그 

동안 리즈 교장 선생님과 오 에스더 행정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은 학기말 리포트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학기 준비뿐 아니라 내년 고등학교 과정을 위한 준비로 할 일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리즈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The Fourth River Project 네번째강 계획 

As this goes out, we are working hard to get everything ready for our first labor school session that 

runs from Monday, August 1st to Friday, the 5th.  This session is for the students from The River of 

Life School, a large group from another Christian school in Seoul and a few who are coming as 

individuals--about 40 participants altogether.  This will be followed immediately Friday afternoon by 

our school family camp.  Almost all of the families from our schools will be coming together Friday 

afternoon for a 24 hour camp with parents, students and siblings all together.  We expect to have a 

great time.  Our second full week of labor school runs from 8th to the 12th and will be a group of 

about 45 students from the Dream School, another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즘에 우리는 8 월 1 일 월요일부터 5 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노동학교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노동학교는 생명의강 학교와 서울에 있는 기독 학교에서 온 학생들 

및 개인적으로 참석한 몇 명의 학생을 포함한 40 명의 참가자들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주말에는 바로 이어서 

생명의강 학교를 위한 가족 캠프가 열리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학생 및 형제, 자매들과 함께 

24 시간 동안 열리는 캠프에 참석하게 됩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노동학교는 

8 일부터 12 일까지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As I mentioned last month, our theme is, "Lord, teach me to pray."  We are increasingly excited about 

what God is doing in and through this.  During the course of the past week, our wonderful volunteer 

staff have been arriving and jumping right into all the final prep work needed.  At the same time, we 

have had some delightful times of prayer ourselves. We have always felt that the staff got more out of 

the schools than the students.  We think that will be especially true this year.  We are looking 

specifically at labor is prayer (from the ancient Benedictine motto that is a foundational principal for 

Jesus Abbey, "Labor is prayer and prayer is labor."  We are also thinking a lot about intercess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North Korea. Of course, praise and worship are a very important part.  We will 

also be introducing our student into the particular challenge of contemplative prayer. 



지난 달에 말씀 드린 대로, 이번 주제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동학교를 위한 훌륭한 자원봉사 스텝들이 도착해서 바로 

노동학교 준비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멋진 기도 시간도 가졌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노동학교 

기간 동안 학생들보다도 스텝들이 더 많은 것을 얻는 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노동이 기도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는 고대 베테딕트 

수도회의 원칙으로 현재 예수원의 설립 원칙입니다. 또, 특별히 북한과 관련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물론 찬양과 예배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에게 침묵기도의 

특별한 도전 기회을 주려고 합니다.  

Please pray with us that all of the participants will be touched by God and learn something of eternal 

value about prayer.  We look forward to seeing the fruit of this worked out in the lives of the students 

of The River of Life School.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노동학교의 열매가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I repeat what I wrote last month with the additional comment that we are developing a special process 

to reach out to the churches of Korea.  Please prayer with us that they will respond. 

한국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달에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반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From last month: We continue to raise funds to begin construction of the Three Seas Center that will 

be the new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From the beginning, the Lord impressed on me the 

need for the Christian Church to seek unity.  This is the most important preparation of all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Increasingly, I feel that God is waiting for us. Once the Church in Korea 

comes together in meaningful unity and cooperation then He will open the doors to the North. Recently, 

He showed me that this imperative for unity and the work to build the Center are intimately 

connected.  He wants the Three Seas Center to stand as a symbol of Church unity.  As the Korean 

Church comes together in practical cooperation to put up the funds needed to build the Center, it will 

serve as a testimony to the world that the churches of Korea are really together in this work and that 

there is a new spirit of cooperation at the most practical levels.  We pray that the churches of Korea 

unite around this project, that they join together to build the Three Seas Center as a place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and the healing of the nation.  As I felt the Lord speaking to me about 

this, I wrote a message to the leaders of the Korean Church.  If you are interested in reading it, you 

may find it here in Korean and in English. Pray that God anoint this message as I continue to send it 

out to Church leaders. 

지난달 뉴스레터에서: 처음부터 주님은 교회가 일치돼야 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북한 

개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느낌이 점점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일치와 협력을 이루면, 그 때 주님께서 북한을 향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최근 주님께서는 교회 일치와 센터 

건축이 긴밀히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삼수령센터가 교회 일치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센터 건축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실제적으로 협력하면,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함께 하고 있고 새로운 협력의 영이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북한 개방을 준비하고 조국의 치유를 위해서 

일하게 될 삼수령 센터를 함께 건축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제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서, 저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 원하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나 영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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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 본부장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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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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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Vernon, CT 0606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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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시면 됩니다.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헌금은 미국 세금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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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친애하는 동역자들께, 

  

  

This is just a brief note to bring you all up to date on a few things.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Jane Torrey 제인 토레이 여사 

We know that many of you have been praying earnestly for my mother's (Jane Torrey's) 

health.  When we first took her to the U.S. in May to receive treatment for a serious wound (ulcer) 

on her leg, we anticipated that she would be well enough to attend our daughter's wedding in 

June but that did not happen.  We then looked forward to her recovery and return to Korea by 

the end of the summer but now we know that is not going to happen.  When she arrived at the 

skilled nursing center at Cascades Verdae Senior Living Community in Greenville, SC her wound 

was 9 inches long (22 centimeters).  Three months later it has shrunk to 6 inches; one-third 

recovery in three months.  This tells us that she has at least six more months to go before it is 

completely healed.  In addition to the wound on her right lower leg, she has developed a serious 

weakness in her right knee and some difficulty in her ankle.  The frustrating thing about this is 

that because of the wound, they are not able to treat the knee and ankle properly.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제 어머니 제인 토레이 여사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 월 제가 다리에 생긴 궤양 치료를 위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갈 때만 

해도 6 월에 있는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만큼 쾌차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리가 다 회복되면 여름이 끝날 즘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5 월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캐스캐이드 베르데 노인 생활 공동체에 있는 전문 간호 병동에 도착하셨을 때, 다리에 난 

상처는 9 인치(22cm) 정도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6 인치가 줄었습니다. 3 개월 동안 3 분의 1 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되기 까지는 적어도 6 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상처는 오른쪽 

다리 아래쪽에 있는데,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약해져서 발목도 아픈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발목과 무릎이 약해진 것은 상처 때문이어서, 적절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is past weekend, she moved from the skilled nursing center into a nice assisted living room in a 

different part of the same building.  This is for longer term care.  We are anticipating that she will 

be there for a minimum of six months.  We do not expect that she will be able to return to Korea 

before next spring at the earliest. 

지난 주말 어머니는 전문 간호 병동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친절한 도우미가 있는 생활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장기 치료를 위해서 입니다. 최소 6 개월간은 여기에 머무실 것 같은데, 내년 봄은 

지나야 한국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Her spirits are very good, the care that she is receiving is excellent and the facility is very nice, the 

people very friendly.  Still, she misses her close friends and spiritual companionship.  Please keep 

her in your prayers. 

그래도 어머니의 심령은 강건하시고, 훌륭한 시설에서 친절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까운 친구들과 영혼의 교제를 그리워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he would love a card or a call.  You can reach her at: 

아래 주소로 카드를 보내시거나 전화 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Jane Torrey 

Room 202 

30 Springcrest Ct. 

Cascades Verdae 

Greenville, SC 29607 

USA 

  

Phone: 1-864-528-5425 

  

  

The Fourth River Project 네번째강 계획 

Two bits of news here. 두 가지 새로운 소식 

  

First, we had an excellent two weeks of labor school that just ended this past Friday.  Our theme 

was from Luke 11:1, "Lord, teach me to pray."  We had a profound sense of God being with us, 

coordinating and leading.  Because of the weather the first week, we had to revise our program 

schedule and plan a number of times.  The second week, the weather was fine.  In all of this, we 

saw that hand of God at work changing our plans to suit the needs of the particular group that 

was here each week.  It was just right in all things.  We did learn much about prayer.  The first 

week was a combination of our students from The River of Life School here in Taebaek, students 

from another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in Seoul and several home school students.  This was 

almost entirely middle school students.  The second week was a single large group of 2nd year 

high schoolers (11th grade in the US system) from one school.  Both weeks were quite different 

but both were a great blessing to the participants. 

첫 소식은 지난 2 주간의 노동학교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누가복음 11 장 

1 절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였습니다.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정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날씨로 인해서 많은 부분 

계획을 바꿔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둘 째 주에는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각 주간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면서 

친히 일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주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꼭 맞게 진행됐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주에는 모두 중학생으로 이곳 태백의 생명의강 학교 학생들과 

몇 명의 대안학교 학생과 홈스쿨링 중인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둘 째 주에는 한 학교의 

고등학교 2 학년(미국 학제 11 학년)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각각 매우 다르게 진행됐지만,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We thank God deeply for the fine set of volunteers whom God sent to join us and help with the 

program.  Again, we saw the Lord at work in bringing the right people and the right number to 

join out team.  We were afraid there were too few but we learned that our team was big enough 

to do what the Lord wanted us to do.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최고의 자원봉사자들을 꼭 맞춤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을 적절한 숫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꾼이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에 우리는 충분히 큰 

팀이었습니다.  

  

The second thing we want to let you know about is that we now have both an office and an 

apartment in Seoul for our people when we have to go to Seoul.  I know many of you have been 

praying for this and some of you have made good suggestions while others have tried to be a 

practical help in this.  Thank you!  We got the office space the end of June when we had to move 

out of our combined office and sleeping quarters.  Just a couple of weeks ago, we were able to 

obtain a nice one-bedroom apartment in central Seoul for our use.  We are deeply grateful for 

both of these spaces and the generosity with which they have been provided.  Thank you, Lord! 

두 번째 소식은 서울에 사무실과 숙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 월 말 

숙소와 사무실을 겸하고 있던 곳에서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 2 주전에 출장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이 하나인 좋은 집을 서울 중심에 구했습니다. 사무실과 숙소로 인해서 매우 감사하고, 

도움을 주신 분의 친절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Look for our next prayer calendar and the latest news in about two weeks. 

다음 달 기도 달력과 새로운 소식은 2 주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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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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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Vernon, CT 0606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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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시면 됩니다.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헌금은 미국 세금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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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의 상황 

In his effort to portray North Korea as great and powerful nation under the slogan "Kangsung 

Taeguk" by the centenary of his father, Kim Il-sung's birth next year, and to assure a smooth 

transition of power to his youngest son, Kim Jong-eun, Kim Jong-Il has ordered a number of 

massive building projects especially in Pyongyang.  The most recent of these was ordered in 

May--a project to build 100,000 new apartments on Changjeon Street, the street that passes in 

front of the huge statue of Kim Il-Sung on Mansudae Hill and ends at the massive Arch of 

Triumph.  (Map of Pyongyang.) In order to build these apartments, all of the college students in 

Pyongyang were mobilized starting in July, not attending any classes or sitting for exams. All 

graduations have been postponed until next year.  Instead of books and papers, the students 

report to their work sites with picks and shovels.  Because of the lack of power equipment and 

modern construction techniques as well as a serious lack of concern for worker safety, a 

number of the college students have been injured and killed at the work sites.  There appears 

to be a growing discontent among many of the elite over this situation.  For more information, 

follow this link. 

북한의 김 정일은 내년에 아버지 김 일성 탄생 100 주년을 맞아 “강성대국”이라는 기치아래 북한을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보이게 하고, 막내아들 김 정은에게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서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대거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다수의 건축 사업을 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업중 하나는 지난 5 월에 명령한 장전로에 10 만 세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장전로는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 일성 동상 앞에 있는 도로로 그 끝에는 승리의 문이 있습니다. (평양지도)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평양의 많은 대학생들이 7 월부터 동원돼서 수업이나 시험도 치르지 

못한 채 졸업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학생들은 책이나 논문 대신에 삽과 정을 들고 건축 

현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건축을 위한 중장비나 기술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안전 불감증으로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수의 

엘리트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원하시면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Other forced labor for students include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pending their 

summer vacations scrounging for medicinal herbs, recyclable materials and rabbit fur to be 

presented to their schools and sold to bring in cash income to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other officials.  Students are given quotas to meet and receive no compensation.  In many 

cases, to get medicinal herbs and the like, the young students spend days and nights in the hills 

searching. Article. 



여름 방학 동안 중고등 학생들도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약초나 재활용품, 토끼털을 모아서 학교에 

받치거나, 조선 노동당원과 당간부들의 수입을 올려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할당량을 채워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은 밤낮으로 산속을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기사내용 클릭 

  

Other reports indicate that the price of rice has been going up very rapidly recently because of 

the poor potato harvest and anticipated poor corn and rice harvests.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감자 수확 저조와 옥수수와 쌀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값이 

갑작스럽게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re is also great concern about the ever increasing drug addiction, prostitution and sexual 

promiscuity, especially among youth, as all societal restrictions on these behaviors are 

collapsing.  Of course, this leads to a great deal of other issues concerning health and family 

breakdow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re rampant and now there are reports of AIDS 

spreading rapidly. 

또한 약물 중독 문제와 매춘 및 문란한 성관계가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무너진 탓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을 크게 해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성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AIDS 가 퍼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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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te. 

이와 관련한 소식은 북한일보의 영어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한국어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 continue pray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current situation. 

북한 주민과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School is back in session and everyone is working as hard as ever.  Our big concern at this 

point is to get the personnel we need to prepare for the start of high school next year.  Please 

keep the school and Principal Liz Torrey in your prayers. 

새 학기가 시작됐고 모두들 전과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학기에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학교와 리즈 

토레이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네번째강 계획 



We had a wonderful summer program last month.  The two one-week sessions brought about 

70 young people in middle and high school to the Three Threes Ranch to sleep in tents, work 

on the ranch (clearing land, gathering grass for cattle feed, cleaning barns), learn about North 

Korea, pray and worship God.  Our theme, "Lord, teach us to pray" had a great impact on all of 

us, students and staff alike.  The Lord has been moving His people to pray and we now see 

that His inspiration to us for this program is part of a bigger plan that He has.  There is a 

renewed commitment to prayer among the members of Jesus Abbey.  I, personally, have found 

the Lord challenging me to be more serious about my own prayer life and there are indications 

that God is calling for many others to join in prayer with us for the whole land of Korea, Korean 

society and the Church.  The Fourth River is to be a river of prayer that will lift all the different 

projects we are undertaking as a great river carries many ships.  Come join us in prayer--jump 

into the river, the water's fine! 

지난 달 여름 노동학교 프로그램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두 주간 진행된 노동학교에 중고등학생 

70 여명이 삼수령 목장에 와서 천막에서 머물면서, 소 먹이 풀을 모아서 나르기도 하고 우사를 

청소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며 북한에 대해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해 주제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였는데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일꾼뿐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셨고, 올 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이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원 회원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일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 기도생활에 더 진지하게 임할 것을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 및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강에 많은 배가 떠다닐 수 있는 것처럼, 네번째강은 우리가 맡은 여러 다양한 

일들을 띄울 기도의 강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강에 함께 뛰어 듭시다! 물이 좋습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Great news!  We just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to replace three of our 

decaying temporary houses with new, better-built, slightly larger ones.  One of our existing 

houses is no longer habitable and the other two have serious problems.  We thank God for 

moving upon the authorities to grant these permits.  Two years ago we were turned down with 

no indication that there could be a change.  This will allow our growing community to have 

some room to spread out and to bring in new workers to join us.  We have the funds on hand to 

build one house, which we will start very soon.  We trust that the Lord will provide the funding 

needed for the other two in due course,  This is actually a part of all the start-up costs 

preparatory to launching our major construction project to build a new home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and the Three Seas Training Center.  We need homes for the people that God is 

sending to join us in this work.  Other initial costs include a final, comprehensive survey of the 



roads and construction sites that is currently under way, the relocating of several graves, 

insurance bonds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other paperwork as well as updates to our 

construction plan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삼수령 목장의 낡은 집을 대체할 좀더 크고 새로운 관리사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 채 중 한 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다른 두 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 당국을 움직여서 허가를 받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년전만 

해도 더 이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에 숙소가 늘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중에는 한 채의 집을 지을 자금만 있지만,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다른 두 채를 지을 돈도 주실 것으로 신뢰합니다. 

관리사를 짓는 비용은 실제적으로 생명의강 학교의 캠퍼스와 삼수령 센터를 짓는 일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 비용의 일부입니다.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건축 준비비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측량과 도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설계변경을 

비롯한 상당수의 문서 작업과 수목 보상, 보험비등에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Our ranch herd is growing!  Every month, new calves are born but we have also just purchased 

six new male calves to raise for beef.  We will be buying two more within the next month or so 

(depending on market conditions).  The funds for these calves came through our "Calf Dream" 

project to provide long-term financial foundations for our school scholarships program.  It takes 

three years to raise one calf to maturity.  At that point, we will sell it for beef and expect to have 

enough profit to purchase a new calf (making the initial gift a perpetual gift) as well as make a 

sizable contribution to The River of Life School scholarship fund.  This money will be used to 

enable North Korean refugee young people, students from cross culture (mixed culture) families 

and others with limited resources to attend the school.  We will be purchasing other calves in 

the future.  This brings our herd to 73 head of Korean breed cattle.  We plan eventually to have 

a herd of around 300 head enabling us to sell 100 every year. We are deeply grateful to all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alf Dream project.  (A standard contribution to this program is 3 million 

won, about 3,000 US dollars.  This buys one calf and enough feed to raise it for a number of 

months.) 

목장에 소가 늘고 있습니다! 매달 송아지가 태고 있기도 하고, 수송아지 6 마리를 새로 샀기 

때문입니다. 추석판매 이후에 두 마리를 더 살 계획에 있습니다. 송아지 구입은 장기적으로 생명의강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송아지 꿈” 사업을 통한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송아지가 3 년은 

자라야 팔 수 있게 되는 데, 3 년 후에는 이 송아지를 판 이윤을 통해서 새로운 송아지도 구입하고 

생명의강 학교에 장학금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장학금은 탈북자녀들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및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에 전달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으로 통한 자금으로 송아지를 살 

계획입니다. 현재 소는 모두 한우로 73 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 년 100 마리를 파는 정도가 돼야 

이윤이 생기고, 이를 위해서는 소가 300 두는 돼야 합니다. 송아지꿈 사업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300 만원, 미화로는 3,000 달러를 후원하시면, 이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고 몇 달간의 사료를 먹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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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식을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신실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의 헌금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In Hi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프로젝트 추진 본부장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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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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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O Box 744, Vernon, CT 0606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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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If you have a special purpose in mind for your gift (building the Three Seas Center, the 

River of Life School, supporting the NK labor schools, etc.), let us know otherwise it 



will be used to meet needs as we determin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project, 

our finances or any other aspect, feel free to email me. All donations are fully tax 

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is a 501(c)(3) non-profit 

corporation under US tax law.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헌금은 미국 세금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생명의강 학교 : 우체국 201103-01-002331 

 



Dear�Friends,친애하는�동역자들께,�

�

The�Situation�in�the�North�북한의�상황�

Life� goes� on� in� the� North--getting� more� difficult� for� more� people.�  The� latest� thing�

appears�to�be�a�crackdown�on�decadent,�capitalist�clothing.�  Following�his�recent�trip�to�

China,�Kim�Jong�Il�ordered�the�crackdown,�especially�on�clothes�with�English�writing�on�

them.�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very� effective.�  Here� is� an� article�with�more�

information.�  As� noted� before,� there� is� an� increase� in� AIDS� in� NK.�  Here� is� a� recent�

article� on� some� young� women� caught� defecting� to� China� in� order� to� seek�

treatment.�  South�Korean�television�appears�to�be�having�considerable�influence�in�the�

North�even�to� leading�people�to�defect,� including�nine�who�recently�went�to�Japan�by�

boat.�  Here�is�an�article.�  There�are�also�reports�of�soldiers�going�AWOL�and�stealing�in�

order�to�eat.�

북한의�상황은�점점�더�어려워지고�있습니다.�최근�퇴폐적이거나�자본주의적인�옷차림에�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김정일은� 특히� 영어가� 쓰여진� 옷을� 입는� 것을�

단속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인� 듯� 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여기Her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에� 말씀� 드린대로� AIDS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Here를� 클릭하시면� AIDS에� 감염된� 한� 여성이� 치료법을� 찾기� 위해� 중국을�

달아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한� TV에서� 최근� 보트를� 타고� 일본으로� 탈북한� 9 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여기Her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량부족으로� 무단� 이탈하는� 군인들에� 대한�

소식reports도�들려오고�있습니다.�

 �

Here� is� a� good� interview� with� a� woman� traveling� back� and� forth� to� China� for�

trade.�  Note:�"Chosun"�is� the�North�Korean�term�for�Korea�and�"Hanguk"�is�the�South�

Korean�term.� �

여기Here� 에� 무역을� 위해� 중국을� 오가는� 한�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중�

“조선”은�북한을�말하고,� “한국”은�남한을�지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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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te.�  Other�good�sites�for�

North�Korea� news� and� analysis� include� 38north.org� and�Open�Radio� for� North� Korea�

(English�  Korean)� �

위에서� 전한� 북한� 상황에� 대한� 북한� 신문의�기사를� 영문English� 과� 한글Korean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Please,�continue�praying�for�the�people�of�North�Korea�and�the�current�situation.�

북한의�현�상황과�주민들을�위해서�계속적으로�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

The�River�of�Life�School�생명의강�학교�

Please�keep�the�school�and�Principal�Liz�Torrey�in�your�prayers�as�she�works�on�recruiting�

teachers�and�developing�curriculum�for�next�year.�  We�start�our�first�year�of�high�school�

after�the�winter�break.�

학교과�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음� 학기를�

위한� 교과과정� 계발� 및� 교사� 선발�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겨울방학후�내년�봄학기에는�고등학교� 1 학년�과정을�시작합니다.�

 �

The�Fourth�River�Project�네번째강�계획�

There� is� not� a� lot� to� report� other� than� that� the� Lord� continues� to� have� us� focus� on�

prayer.�  We� know�we� need� to� be� praying�more� and� want� to.�  We� also� want� to� call�

others�to�pray�as�well.�  Ben�and�Liz�will�take�a�short�trip�to�the�US�in�October�to�explore�

possible� prayer� partnerships.�  Jaeson�Ma's� visit� to� Jesus� Abbey� for� 40� days� of� prayer�

earlier� this� year� was� a� catalyst� for� much� of� this.�  Here� is� a� link� to� his� blog� on� his�

experience�at�the�Abbey.�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시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더�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과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벤&리즈� 부부는� 10 월중에� 기도동역을� 위한� 분별을� 위해서� 미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올� 초� 제이슨� 마� 목사님이� 40 일간� 예수원에� 머물면서� 이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링크link� 를� 누르시면� 예수원� 생활에� 대한� 그의� 나눔을� 블로그에서�

보실�수�있습니다.� �

 �

Update�on�Jane�Torrey--Please�Pray!�현�재인�사모님�소식-기도요청!�

When� Liz� and� I� travel� to� the�US� this�month,�we�will� also� be� visiting�my�mother,� Jane�

Torrey,� Chairwoman� of� Jesus� Abbey.�  As� most� of� you� know,� we� took� her� to� the� US�

earlier�this�year�for�extended�treatment�of�an�ulcer�on�her�right�leg.�  Over�time,�she�lost�

the� use� of� her� right� leg� altogether.�  This� was� both� puzzling� and� troubling.�  She� is�

currently�confined�to�a�wheel�chair.�  Recent�tests,�however,�have�solved�the�puzzle�but�

the� situation� turns� out� to� be� very� grave.�  We� ask� for� your� prayers� for�my�mother.�  It�

turns�out�that�she�has�a�tumor�on�the�left� lobe�of�her�brain,� the�part�that�controls�the�

right� side� of� her� body.�  This� tumor� cannot� be� operated� on.�  We� are� exploring� other�



treatment�possibilities.�  Please�pray�for�the�tumor�to�shrink�and�disappear,�for�her�use�of�

her� right� leg� to�be� restored�and� for�wisdom�for�her�doctors,� for�herself�as� she�makes�

decisions�and�for�us�as�we�assist�her.�

이번에� 리즈자매와� 미국에� 가면� 예수원의� 대표이사이신� 제� 어머니� 현� 재인� 사모님을� 뵐�

계획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어머니께서는� 올� 초� 오른쪽� 다리에� 생긴� 궤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미국으로�가셨습니다.�시간이�지나면서�어머니는�오른쪽�다리를�거의�사용하기�어려운�

상황이�돼서,� 원인을�알� 수� 없는� 어렵고도�힘든�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휠체어를�사용해야�

했는데,� 검사결과� 문제가� 무엇인지는� 밝혀졌지만�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좌뇌엽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몸의�

오른쪽� 부분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종양은� 현재� 수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종양이� 작아져서�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른쪽� 다리의� 회복과�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결정을�

내리게�되실�텐데�어머니와�돕는�저희를�위해서도�기도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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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지원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격려의� 인사말을�

보내주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소정의� 금액을� 매달�

신실하게�보내주시는�분들로�인해�큰�힘을�얻고�있습니다.�

 �

In�His�Name,�

Ben�Torrey,�

Director�

The�Fourth�River�Project,�Inc.�

www.thefourthriver.org�

주님의�이름으로� �

벤�토레이�

네번째강�프로젝트�추진�본부장�

 �



 �

Contributing�

If�you�would�like�to�contribute�to�the�work�of�the�Fourth�River�Project,�Inc,�you�can�use�

PayPal:�please�go�to�www.thefourthriver.org� �

and�use�the�"Make�a�Donation"�button�at�the�bottom�of�the�front�page.�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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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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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Box�744,�Vernon,�CT�06066,�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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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로�보내시면�됩니다.� �

 �

If�you�have�a�special�purpose�in�mind�for�your�gift�(building�the�Three�Seas�Center,�the�

River�of�Life�School,�supporting�the�NK�labor�schools,�etc.),�let�us�know�otherwise�it�will�

be�used�to�meet�needs�as�we�determine.� If�you�have�questions�about�any�project,�our�

finances�or�any�other�aspect,�feel�free�to�email�me.�All�donations�are�fully�tax�deductible�

in�the�United�States.�The�Fourth�River�Project,�Inc.�is�a�501(c)(3)�non-profit�corporation�

under�US�tax�law.�

삼수령센터,� 생명의강� 학교,� 북한학교� 등에�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기�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기�바랍니다.�그렇지�않으면�저희가�결정한�곳에�사용하게�됩니다.� �

 �

네번째강� 프로젝트나� 재정�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강�프로젝트에�대한�모든�헌금은�미국�세금법에�따라�세금공제가�됩니다.� �

 �

한국에서�헌금하기�원하시는�분들은�예수원�국민은행�계좌를�이용하시면�됩니다.� �

 �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사)예수원�

생명의강�학교� :�우체국� 201103-01-00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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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 상황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appears to continue to worsen.  The price of rice 

in the markets has been skyrocketing hitting a new high since the change of the 

currency in 2010.  The situation is so bad that even the animals in the prestigious 

Pyongyang Central Zoo are suffering.  Many families are desperately trying to sell 

off their last possessions in order to scrape together enough money to buy another 

meal. There are even sections of markets, known as the "Stall of Tears", where 

they gather.  

북한의 식량 사정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0 년 통화 개량 이후 시장에서 쌀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 평양중앙동물원에서 최고 

대우를 받던 동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소유물까지 절망적으로 팔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눈물의 시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ongoing crack-down on activities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like.  It is getting more dangerous to use Chinese cell phones 

in the border areas as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s using technology to locate 

users.  As a result of recent sweeps some 300 families in Yangkang Province and 

another 150 in North Hamkyung Province are being sent into internal exile for such 

things as using Chinese cell phones, producing drugs, smugging, defecting to China 

and viewing South Korean films and TV dramas.  However, the crackdown does not 

seem to be a concern for bored Pyongyang housewives.  The wives of officials and 

even women in the work place are watching CDs of South Korean dramas with 

impunity.  There is less to do in the capital and less merchandise to buy in the 

department stores these days and the official TV has only one rather boring 

propaganda channel, so... 

동시에 정부가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계속되고 있어서 국경지역에서 중국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해 졌습니다. 국가안보위는 사용자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휴대폰 사용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으로 양강도에서만 300 가정과 

함경북도에서 150 가정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마약제조, 밀수, 중국으로의 탈북, 남한 영화 및 TV시청 등의 이유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의 유한부인들은 이러한 단속의 대상이 아닌 듯 합니다. 공무원의 부인들이나 

심지어 작업장의 직업여성들은 남한 드라마를 별 규제 없이 보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에 

일거리는 줄고 백화점에도 상품이 없고, 공영 TV도 지루한 선전방송만 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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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중 일부는 북한 매일신문의 영어판이나, 북한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매일신문의 한국판은 여기link를 클릭하십시오. 그 밖의 북한에 대한 소식은 

38north.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Continue to keep the School in your prayers, especially as we draw near to the 

close of this our second year.  We are getting ready to start High School next 

spring and have a lot to do to prepare for that.  Principal Liz Torrey is recruiting 

faculty and staff for next year.  That process is going well, thank you, Lord.  There 

is a lot of curriculum work to be done as well.  We are also working on raising 

funds to meet the operating budget for 2012. 

생명의강 학교가 2 학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이어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내년 봄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은 

내년을 위한 교직원을 선발 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과 관련한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고, 2012 년 예산을 위한 모금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The Three Seas 삼수령 

We are very thankful to the Lord for a new house that is almost complete at the 

Three Seas Ranch.  We have permission to replace three of the old, tiny dwellings 

that house our community here at the Three Seas with more modern and slightly 

more spacious ones.  Since the Three Seas land is leased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special permission is needed for everything that we build here.  We 

had applied unsuccessfully for permission to replace three sub-standard houses 

(one of which we have stopped using for living space altogether and are currently 



using for storage only) several times over the past ten years.  Because the Forestry 

Department had determined that a major mountain trail (the Naktong Ridge Trail) 

that transited this property was to be opened up for general hiking they finally 

agreed to grant us the permits to build these houses so that we could better 

manage the ranch. While we are concerned about the increase in hikers going 

through the Ranch, we are grateful that we received permission to build. An 

unanticipated benefit of this has been that hikers now keep to the well-marked 

trail rather than wander around the property as they had in the past.  Thank you, 

Lord!  

삼수령목장에 새로운 관리사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목장에는 세 채의 관리사가 있는데, 모두 좁고 오래돼서 좀 더 넓은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삼수령 부지는 산림청에서 

대부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건축은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 10 년간 여러 번에 걸쳐서 

관리사 신축을 위해 시청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관리사 세 채중 한 

채는 거의 사용할 수 없어서 창고로만 쓰는 형편입니다.) 산림청이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는, 

목장을 관통하는 낙동정맥의 등산로를 정비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해서 새로운 

관리사를 통해서 목장을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장 안에 등산객이 

너무 많이 드나들어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집을 짓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길을 찾기 

위해 목장 안을 헤매던 등산객들이 정해진 등산로로만 다녀서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Liz and I had a good trip to the US.  During this time, we met with a number of 

Korean pastors and others in the States who are very interested in seeing us 

develop a 24/7 house of prayer at the Three Seas.  It was a time of learning just 

what is involved in creating and operating such a house of prayer. There is a strong 

sense that it is needed for Korea and is very important for the work relating to 

North Korea.  The sense is that this house of prayer must be completely 

interdenominational and that Jesus Abbey is the only place where such could 

happen in Korea.  Liz and I were challenged and encouraged by this trip.  We still 

have a lot of praying and discerning to do since this would have a strong impact on 

all that we do here.  We will be praying together with the Jesus Abbey and Three 

Seas community over the next month to discern what God is asking us to do.  Join 

us in praying for discernment and wisdom. 

리즈자매와 함께 저는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과 사람들을 만났고 이분들은 삼수령이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데 모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집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은 남한에 매우 필요한 일이며 북한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기도의 집은 초교파적인 곳이 돼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예수원이 유일한 초교파적인 장소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리즈 자매와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이곳에서 하게 되면 발생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한달 간 예수원과  

삼수령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Update on Jane Torrey--Please Pray! 현재인 사모님 소식 

_기도부탁! 

It was really good to be with my mother for a few days while we were in the 

States.  We met with her doctors and learned more about the treatment that she 

needs.  She is just completing a round of radiation therapy and is receiving chemo 

therapy.  This is all intended to shrink the tumor in her brain.  In a month's time, 

she will have an MRI to see what the results are.  This may be followed by another 

round of therapy if needed.  At this point, we continue to pray that the tumor 

shrink and that she regain use of her right leg and arm.  This would allow her to 

return to Jesus Abbey.  That is our hope and prayer.  As the doctors say, only time 

will tell...  Please pray with us. Thank you. 

미국에 머무는 동안 어머니와 며칠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담당의사도 

만나보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뇌종양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방사선 치료 1 기를 마쳤고, 현재 화학요법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후 MRI촬영으로 치료결과를 볼 예정입니다. 그전에 필요하면 방사선 치료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드리는 것은 종양이 줄어들고, 마비된 오른쪽 다리와 팔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예수원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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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벤 토레이 

네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www.thefourthriver.org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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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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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수령센터 : 국민은행 308-01-0329-028 (사)예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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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역자들께, 

  

The Situation in the North 북한 상황 

In its final push to make North Korea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founder, Kim Il Sung,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a massive building 

campaign to change the face of Pyongyang.  I have reported in the past how students had 

been drafted into construction brigades.  The latest word is that there have been hundreds of 

students dying on these projects because of unsafe techniques and their lack of familiarity with 

construction.  Also, the work is so shoddy that people are reluctant to move into the new 

apartments.  Here is a link to pictures of the construction.  In this article is another link to more 

pictures. It is worth taking a look. 

북한 건국을 이룬 김일성 탄생 100 주년을 맞아 “부국강성”을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는 

평양의 새로운 얼굴을 위해서 과도한 건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고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건설용병으로 차출되는지 말씀 드렸는데, 최근 소식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건축 일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안전유지가 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업의 질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꺼려합니다.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건축현장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있는 다른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Things are not good on the economic front, either, as prices of rice and coal have risen 

steeply.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been running a campaign to get people to 

enjoy eating less and eat potatoes instead of rice. 

쌀값과 석탄가격의 급등으로 경제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쌀대신 감자를 먹도록 하고, 적게 먹기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As if the lack of food and heating fuel for the winter ahead are not enough, the authorities are 

cracking down even more on other areas of life.  One recent development has been the 

registering of all computer printers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ir use.  The crackdowns in the 

border areas that have been particularly harsh have caused hundreds of families to go into 

hiding--they have simply disappeared. 

식량도 부족하고 겨울을 나기 위한 연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컴퓨터용 프린터를 등록시켜서 이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경지역에서의 단속도 심해져서 수백 명의 가족들이 숨어 지내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And to add to all of the concerns, the North Korean army has been developing and training a 

special unit to carry backpack nuclear weapons.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대는 핵무기를 등에 지고 다니는 특별 군대를 양성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Many, many concerns for prayer...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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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중 일부는 북한 매일신문의 영어판이나, 북한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매일신문의 한국판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 밖의 북한에 대한 소식은 38north.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River of Life School 생명의강 학교 

We are looking forward to our first middle school graduation!  Our third-year students--all 9 of 

them--will graduate into high school on December 22nd.  They have requested that the 

graduation ceremony be held at Jesus Abbey.   

드디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중 3 학생들은 모두 9 명으로 12 월 

22 일 졸업식을 한 후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12 월 22 일 

예수원에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Over the months, our students have developed a strong attachment to both Jesus Abbey (our 

"mother house") and the Three Seas Ranch through the many hours of physical labor put in at 

each location.  Labor is a regular part of our curriculum so the students have done everything 

from planting and weeding a field of corn, helping with the annual kimchee making ("kimjang") to 

cleaning and a variety of other things at the Abbey.  They have also cleaned barns, raked hay 

and put it on the trailer, cut trees to clear pasture land and other things at the Ranch.  Their 

efforts have been a blessing to others and they have received a lot of blessings themselves. 

지난 몇 달간 학생들은 예수원(“본가”)과 삼수령목장에서 여러 시간 노동을 하면서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은 정규 교과과정이어서 학생들은 다양한 일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원에서는 옥수수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주는 일부터 청소 등의 일과 김장을 도왔습니다. 

목장에서는 축사 청소와 건초 나르기, 목초지 조성을 위한 나무 베기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고,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We rejoice that the Lord is sending us some really good teachers and helpers for next 

year.  This is critically important as we prepare to start high school. Our cook and our driver, 

Sister Ruth and Brother Min who are long time members of Jesus Abbey, are returning to focus 

their efforts at the Abbey.  Their help over the past two years in getting us started has been 

invaluable.  Even as we say "Good bye" to them, knowing they won't be far away, we are 

thankful that the Lord has replaced them with two good people.  Our new cook is the mother of 

one of our students and our new driver is a man of many talents and a deep love for the Lord. 

하나님께서 내년을 위해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을 학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매우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 동안 조리사와 운전기사로 수고해 주신 예수원의 

정회원이신 룻 자매님과 민 형제님이 예수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2 년간 이분들의 수고는 

학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사시게 되지만 학교와는 

작별인사를 했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 이분들을 대신할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조리사는 한 학생의 어머니시고, 운전기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신 남자 

선생님입니다. 

  

This last month of the year will be a very busy time for our faculty and Principal Liz Torrey as 

they not only finish out this academic year but also prepare for the next one.  Please keep them 

in your prayers for this. 

올해의 마지막 달이어서 교직원이나 교장선생님에게는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has been a very good year for our students.  In addition to their class work and the labor work 

they have had a number of valuable field trips and started a some special clubs as well.  We 

take great delight in seeing them grow in maturity and in the Lord. 

올 한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뜻 깊은 해였습니다. 정규 수업과 노동 외에 다양한 현장학습을 

경험했고, 클럽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Next year, we will stretch our space to the utmost limit as we expect to add about 10 new 

students and have four grades as we start the high school.  We need to move by the end of 

next year!  Pray that the new school that we need to build at the Three Seas will be done by 

then.  God has to send us a lot of money to make that happen. 

내년에는 10 명의 신입생을 받을 계획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내년 말에는 캠퍼스를 이전해야 합니다. 삼수령에 새로운 

캠퍼스가 그 때까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들을 위해 많은 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The Three Seas 삼 수령 

We are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signed a Memorandum of Cooperation with 

Handong Global University (www.handong.edu).  At a special signing ceremony held at the 

University, President Kim Young Gil spoke eloquently of all that Jesus Abbey and Founder Fr. 

Archer Torrey have meant to him and the University as it was being established.  It is a special 

pleasure to now be able to publicly acknowledge this blessing by this new agreement calling for 

cooperation between Jesus Abbey and the Three Seas on the one hand and Handong Global 

University on the other.  Ben Torrey, director of the Three Seas project shared his deep 

appreciation, mentioning how quick President Kim has always been to respond to Ben 

whenever he had a concern.  Ben referred to him as his honored elder brother. 

한동국제대와 협력 조인서에 서명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동대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김영길 

총장님은 예수원과 대천덕 신부님이 한동대 설립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모두에게 웅변하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원과 삼수령 그리고 한동국제대가  협력을 약속했음을 기쁘게 알려 드립니다.  

  

We thank the Lord that we have been able to build a new house for one of our ranch 

families.  We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to, first to get permission from the Forestry 

Department then to get the funding needed.  This is the first of three.  The other two will go up 

as soon as the funds are available.  I can't tell you what an encouragement this is to us.  It is a 

nice, well-built little house, just right for one family. 

목장의 한 가정이 거할 수 있는 관리사 한 채가 완공되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축을 위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리사 세 채 중 첫 번째를 

완공한 것으로 자금이 생기는 대로 다음 두 채도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지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새 관리사는 작지만 한 가정이 살기에는 적합하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We are very close to getting the permit to begin construction on the Community Village at the 

Three Seas that will be the new home of The River of Life School as well as provide housing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 place for us to operate a 24/7 prayer room and space to 

begin offering other programs as well.  The big issue now is the funding for this.  We are 

completely dependent on God to provide at this time.  He has also been leading us to change 

our strategy on this as well. 

삼수령에 공동체 마을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데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공동체 마을은 

생명의강 학교 캠퍼스와 공동체 가족을 위한 숙소 및 24/7 기도실과 기타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들어설 곳입니다. 현재로선 자금이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Three Seas project, we believed that God wanted us to raise funds to 

build the center in contrast to the practice of Abbey from the earliest days.  Fr. Archer Torrey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Jesus Abbey community and the Three Seas 

project.  While the members of the Abbey have not engaged in direct fund raising to meet the 

financial needs of the community or for its buildings.  This has been an expression of faith and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irst of Jesus Abbey's three "laboratories"--that of the individual's 

relationship to God in complete dependence.  

삼 수령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원의 초기 원칙과는 반대되지만 

센터를 위해서 모금을 시작하기 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원 공동체와 

삼 수령 프로젝트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예수원 회원들은 공동체의 필요와 건축을 위해 

직접적인 모금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재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실험하는 예수원의 세 가지 실험 중 

하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However, the Three Seas project is not for the benefit of Jesus Abbey and requires partnering 

with many people outside the Abbey.  For this reason,  Fr. Torrey stated that it was proper for 

us to raise funds for the Center (which includes the school).  The Abbey accepted this and has 

attempted a variety of fund-raising efforts through the years.  As I, Ben, took on the 

responsibility, I saw that raising funds through a capital campaign to build the Center was one of 

my major tasks.   

그러나 삼 수령 계획은 예수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예수원 밖의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 신부님은 센터(학교를 포함한)를 위한 모금 운동은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원은 이를 받아 들여서 그동안 다양한 모금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제(벤 형제)가 이 책임을 지게 되었고, 센터 건축을 위한 모금 운동이 제가 

맡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Unfortunately, I am not good at raising funds.  Through a number of events and prompting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we have come to understand, on the one hand, that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Church of Korea to come together to provide the funds to build the 

center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coming clear to us that we--I especially--am not to 

engage in active fund-raising.  The principles of running a capital campaign are ones that I 

understand well but, like Saul's armor on David when he confronted Goliath, I have come to 

know that they do not fit me.  I, we are up against Goliath--the great deal of funds needed to 

build--and we have only a few stones for our sling.  

안타깝게도 저는 모금 운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우리가(특히 제 개인)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금운동의 원칙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마치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이 일은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건축을 위해 많은 자금을 모아야 하는 골리앗 앞에서 저와 우리 공동체는 물 

맷돌 몇 개 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However, just as David put off the armor, I am putting aside plans for the capital campaign. It is 

in the Lord's hands.  This will free me to focus more on the things that I do well and that God 

has called me to do--working to build our community, teaching about North Korea and other 

things, planning and proclaiming the word that God gives.  While I am not going to be devoting 

my time to asking churches, business or individuals to give us funds to build the school and 

center, we will continue to provide people vehicles to contribute if they want to.  We will joyfully 

receive whatever the Lord prompts others to give but we will not be actively soliciting.  We will 

modify our brochures and other informational literature to reflect this change.  So... we have a 

great challenge ahead of us but are really trusting God to bring us through.  Praise His Name! 

하지만 다윗이 갑옷을 벗었듯이, 저는 모금 운동 계획을 멈추고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저는 이 

일에서 자유로워졌고 제가 하는 다른 일과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요청하신 일-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북한에 대해 가르치는 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학교와 센터 

건축을 위해 교회와 기업 및 개인을 찾아 다니며 요청하는 일에는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원한다면 적절한 방법은 계속해서 알려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겠지만, 이제 더 이상 적극적인 요청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그 동안 발간한 브로셔와 다른 정보지들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큰 도전이 있지만, 이 일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Update on Jane Torrey--Please Pray! 현 재인 사모님의 최근소식 ? 

기도부탁! 

My mother has been receiving both radiation and chemo therapy for the tumor in her 

brain.  She has just had an MRI to check on the progress of the therapy. We had been hoping 

and praying for the tumor to shrink or at least stop growing.  The latest word is not good.  The 

tumor has been growing rapidly despite all efforts to stop it.  She has grown weaker and we are 

seeing other symptoms of the tumor's work in her brain.  We are truly thankful, though, that she 

is still very alert and has all her mental faculties, and, Praise God!, has no pain. Please keep the 

family and the Abbey community in your prayers as we come to grips with this latest news. 

그 동안 제 어머니 현재인 여사는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양이 작아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최근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종양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정신이 맑으시고 활동에도 지장이 없으시며 고통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과 예수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there are important new developments, I will send out a special bulletin.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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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ng 

If you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you can use 

PayPal: please go to www.thefourthriver.org  

and use the "Make a Don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ront page.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에 기부하기를 원하시면, PayP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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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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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ㅇ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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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02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03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04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05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06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07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08 삼수령 뉴스레터 1(국문-영문).pdf
	2011-08 삼수령 뉴스레터 2(국문-영문).pdf
	2011-09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10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11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2011-12 삼수령 뉴스레터(국문-영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