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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역자께 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 소식지를 보낸 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리즈와 저는 현재 삼수령 쎈터에 

살고 있습니다. 소들은 잘 자라고 있고, ‘준비된 백성’을 시작하였으며, 뉴저지에서 북한학교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월에는 특별한 모임에 참석을 하였고, 다가오는 여름에는 아주 기대가 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와 저는 이 사역과 우리들을 위한 동역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장목장목장목장생활생활생활생활  

우리는 “스틸 하우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콘테이너 두 개를 나사를 이용하여 
연결해 놓은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이 되며, 우리 두 사람이 쉬기에는 
아주 넓고 좋아서 거의 신혼여행을 와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만이 지내는 것은 거의 30년 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나의 가족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동안 둘 만의 시간이 없었는데 
새로운 집에서 우리 둘 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들의 아늑한 공간 이외에도 목장에는 4개의 숙소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그 중의 두 개의 
숙소입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이외에도 세 가정이 살고 있으며, 독신 자매와 독신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최 
요한형제와 그의 아내 제콜리아 자매 그리고 요한형제의 아들과 딸은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요한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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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영국에 있는 부루더호프 공동체에서 몇 개월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 형제는 지칠줄 모르고 
목장일을 하였고, 끝이 없어 보이는 삼수령에 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요한형제가 최근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 준 것과 요한형제의 통찰력과 충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형제의 가족을 깊이 사랑하며 아주 많이 그리워할 것입니다. 
 
  요한형제의 일을 이어 받아서 쎈터의 일을 담당하는 분은 안 나단형제입니다. 아내 콜롬바 자매와 
사랑스러운 세 자녀와 함께 우리들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단형제는 관청의 일을 추진하는 일과 
삼수령에 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단형제 가족이 사는 집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지만 예수원은 우리들의 어머니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 처럼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 6시에 아침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창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침기도 모습을 찍은 사진을 소개합니다. 
 
1월에는월에는월에는월에는 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 머물렀습니다머물렀습니다머물렀습니다머물렀습니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뉴저지 주에 있는 크리스쳔 아카데미에서 북한학교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79명이었는데 한국을 비롯하여 웨일즈 지역에서도 참가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진지하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임 이후에 네번째 강 계획을 위한 이사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리즈와 저는 캘리포니아 주 튄 피크에서 열렸던 ‘임파워 2006’(작년에 열렸던 ‘북한을 사랑하자’의 연계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말에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고, 북한에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만찬을 집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시키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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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함께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뉴욕 훌러싱에 있는 한인 성공회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리즈는 김 
니니안씨와 그 분이 속한 구역식구들에 의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1월 말에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지금 열심히 다음과 같은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계계계계 북한북한북한북한노동노동노동노동학교학교학교학교 
7월과 8월에 삼수령 목장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며, 매주마다 다른 그룹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텐트에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매일 오전에는 목장에서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오후에는 강의와 더불어 그룹 토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토요일 오후에 팀원들이 열심히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의 날짜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축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참가자들의 인원이 
48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등록이 발표가 되면 속히 예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3일-7일:  간사 오리엔테이션(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21일: 교회와 선교 지도자 
7월 24일-28일: 일반인 
7월 31일-8월 4일: 고등학생(이 주간에는 북한탈북자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8월 7일-11일: 이 주간은 영어로 진행될 것이지만 다른 기간에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8월 14일-18일: 일반인 
 
자세한 내용은 4월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준비된준비된준비된준비된 백성백성백성백성 
준비된 백성은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될 때 북한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매월 
열리는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는 이 단체가 
북한으로 가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며, 준비를 
활동적으로 하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강 계획은 행정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준비된 백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앞으로 되어질 훈련과 준비를 위하여 삼수령 쎈터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12월 6일에 있었던 모임을 기점으로 매월 첫번째 
월요일에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훈련원훈련원훈련원훈련원 의의의의 진척상황진척상황진척상황진척상황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은 삼수령 목장에 삼수령 쎈터를 짓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노력에 비하면 되어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바가 이제 
거의 허락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중의 한 가지는 우리를 도와줄 협력자들을 찾고 
있으며 이 크나큰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기 어려 
우시겠지만 우리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기도와 방향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것것것것 
사람들이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문의 하셨습니다.  
 

토레이토레이토레이토레이 가족에가족에가족에가족에 관한관한관한관한 필요필요필요필요 (The Torreys)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원에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에 있는 집을 유지하고 한국에 사는 동안에 
여행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기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번째 강 계획에 
관하여 세금공제가 되는 기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름여름여름여름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이 번 여름에 삼수령 목장에서 열리게 될 노동학교를 위해서 재정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일으키는 일은 네번째 강 계획 사단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삼수령삼수령삼수령삼수령 목장과목장과목장과목장과훈련원훈련원훈련원훈련원 
삼수령 쎈터에 관한 일과(허가문제와 제반관련 문제들) 가축을 기르는 일에 관한 것은 여러분께서 
도우실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입니다. 계속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가축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2년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16마리의 소가 있지만 더 많아져야 우리의 수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국내에서국내에서국내에서 
삼수령훈련원과 목장 후원: 
국민은행 308-01-0329-028(예수원) 
농협 271-01-484970(예수원) 
우체국 201103-01-002331(예수원) 

 
네번째 강 계획과 학교준비 그리고 벤 토레이신부님 후원: 
국민은행 308301-04-092720(REUB) 

 
여러분께서 보내시는 후원금이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려 주셔서 다른 후원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해외에서해외에서해외에서해외에서 
Send checks payable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to:  
39 Chestnut St., Ellington, CT 06029 USA. 
 
www.thefourthriver.org. PayPal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후원을 
해주세요(Make a Donation)”을 눌러주시면 가능합니다. 
 
우편물을 통하여 하실 경우에는 
강원도 태백시 태백우체국 사서함 44 
예수원(삼수령 목장) 
 
집 전화번호: 
033-552-7824(집), 016-572-7303(핸드폰)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운데 이 사역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인 벤이 드립니다. 
벤 토리 
삼수령 훈련원과 네번째 강 계획 원장 
www.thefourthriv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