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번 기도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드린 이후로 수 개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와 제 집사람, 리즈 (Liz)가  몇 주 후에 한국에있는 삼수령 
목장으로 이사를 하는 것 입니다.  저희는 10월 2일에 미국 커네티컷 주를 떠나 10월 3일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또한 한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삼수령 목장 
공동체 가족의 섬김와 관대함으로  저희가 거처할 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코이노니아(헌신된 사랑의 공동체)가 삼수령 목장 공동체에 동일하게 역사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 합니다! 
 
북한북한북한북한 학교학교학교학교 
저희는 기회가 주어 질때 마다 북한학교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New Awakening 2005 
지난 6월말에, 텍사스 주, 달라스 에서 있었던 2005 년 자마 (JAMA) 집회를 통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식 교수님과 저는 1일 동안 북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부여 받았고, NK Missions (www.nkmissions.com) 과 함께  1일 북한 
미니학교를 열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어떻게 북한 선교에 참여 할 수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북한 미니 학교는 자마(JAMA)집회 하루 전에 있었던 특별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또한, 김현식 교수님과 함께  5000 여명이 넘는 회중이 모이는 
전체 집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며, 그 이후에 많은 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원예수원예수원예수원 제제제제 3기기기기 북한북한북한북한 학교학교학교학교 

예수원에서 제 3기 북한 학교가 8월 8일 부터 12일까지 
70명의 참석인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 3기 북한 학교 
기간 중에 1일 노동의 날도 있었는데, 오전 에는 잡초 재초 
작업을 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목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모든 참석자 들이 3개의 강의 
근원이 분리 되는 지점에 모여 다같이 중보기도를 한였고, 
전체 중보 기도 후에 각 소그룹 별로 흩어져 그 지경의 여러 
부분들을 놓고 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건물이 
지여질 지점에 각 건물이 쓰여질 용도와  정보를 붙여 
놓았었습니다. ( 훈련원, 공동체 마을, 기타 등등)  각 소그룹 

별로 주어진 지역에서 주어진 장소와 건물의 목적등을 위해 1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내년 여름의 북한 학교 노동 캠프에 
대해서 제의 하였을때 모든 분들이 대단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북한 학교 강의시간과 소그룹 시간에, 선별한 북한 영화와 만화 상영을  하였고, 
이에 더불어 북한에 대한 훌륭한 강의와 북한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3기 북한 학교는 목요일 저녁 북한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 시간과,  
금요일 아침의 귀한 성찬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모두는 

Praying at the watershed 



북한과 남한의 통일과 더불어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귀한시간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삼수령 목장에있는 새로운 
한우 떼 중에서  첫 송아지가  북한 학교 중, 
목요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송아지는 예정보다 
한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생긴 숫 
송아지 였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길을길을길을길을 예비하라예비하라예비하라예비하라 – 다음다음다음다음 단계단계단계단계 
내년 1월에 제 2기 북동부 북한 학교를 뉴저지(New Jersey)주의 크림리지(Cream 
Ridge) 에있는 New Jersey Christian Academy에서 열 예정입니다. 다음 제 2기 북한 
학교는 1월 3일 부터 6일 까지며, 북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의 실제적인 
기회들에 촛점을 맞춰 진행이 될 것 입니다. 김현식 교수님께서 다시한번  북한 에서 
당신의 40년의 교수 경험과  20여년의 김일성 가족의 가정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 
하실 것입니다. 또한  Juche: A Christian Study of North Korea’s State Religion의 
저자이신 토마스 벨크 (Thomas Belke) 께서 이 학교에 강사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의 교회와 선교역사에 대한 논문들을 접하는 기회들도 제공할 것입니다.  
제 2기 북한학교 의 촛점은 현재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세분을 모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기회들을 배우게 될 것 입니다. 이분들은 각 소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일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지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제 2기 북한 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www.thefourthriver.org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2기 북동부 북한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도 참조 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북한북한북한 학교학교학교학교 노동노동노동노동 캠프캠프캠프캠프 
내년 여름 7-8월에 삼수령 목장에서 특별 북한 학교 노동 캠프를 좀더 연장된 
기간으로 열 예정 입니다.  이 캠프는 연속되는 캠프로서 5일을 한 캠프로 제공할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한 캠프로 마칠 수 도 있고, 
더 원하시면 이어서 더 참석하 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북한학교 노동 캠프는 북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삼수령 목장과 삼수령 연수원을 
발전시키는데 도와 주실 수 있는 기회 입니다. – 이 기회는 실제로 북한을 위해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학교 노동캠프는 육체적 노동에 대한성경적 
관점의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북한 사역에 있어서 육체적 노동의 중요성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학교 노동 캠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더 
자세한 정보와 광고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서는 지금 보내드리는 이 
기도편지와  구상 계획안만 있는 상태 입니다. 날짜, 비용, 다른 세부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삼수령삼수령삼수령삼수령 연수원연수원연수원연수원 의의의의 진보진보진보진보 
아마도 4월의 기도편지에 나누었던 삼수령 연수원 건립에 대한 한국 산림청의 백두대간 
자연 보존 지역의 요구로 있었던 곤경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에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백두 대간 자연 보존 지역의 넓이가 처음에 



저희가 설계와 계획할 당시와 달리 확장되어 삼수령 연수원 설립의 최종허가가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백두대간 자연 보존 지역의 변화는 이 보존 지역의 모서리가 저희가 
계획한 건물들 중 한 건물을 뚫고 지나 가는 상황을 의미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 산림청의 최종허가를 미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원래 되로 진행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백두대간의 자연 보존을 위해 저희는 특정한 지역에 토지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한국 산림청으로 부터 백두대간 자연 보존 지역 조절을 받았습니다. 저희 계획중에 작은 
부분들을 수정하였지만,  이제 저희는 최종 허가 발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달 (9월) 말 안으로 허가가 나기를 바랍니다. 삼수령 연수원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일이 다 된 것 같은 느낌 입니다! 계속 이일 
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지난 기도 편지에서 말씀드렸 듯이, 저희는 네번째 강 계획을 미국의 비영리 법인 단체로 
세우는 일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번째 강 계획의 이사로 섬겨 주시기로 하신 
분들로 인해 정말 기뻤습니다.  네번째 강  계획이 법인 단체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첫 
번째 이사회가 끝나면,  네번째 강 계획의 이사회 구성원들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각 개인들을 이일을 위해 
부르셨고, 그 분들 각자가 이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 하셨다는 
것입니다.  
 
필요들필요들필요들필요들 
많은 분들께서 현재의 필요가 무엇이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토레이토레이토레이토레이 가족들가족들가족들가족들 
지금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저희 스스로 후원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한국 예수원에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학교와  네 번째 
강 계획의 사역으로 인한 한국 과 미국 간의 잦은 여행들과 한국으로 이사하는 일들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이사 하더라도, 네 번째 강 계획은 
미국을 근거지로예수원과 분리 되어 유지 해야 합니다.  
또한  4륜구동의 중고차를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족과 삼수령 
목장을 위해 꼭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 리즈(Liz)는 서울에 있는 한국어 학당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의 필요들을 도와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네번째 강 계획 앞으로 
세금 공제 후원을 아래의 미국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각 개인별로 또는 교회에서 
매달 저희를 위해 후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북한학교북한학교북한학교북한학교 
저희는 내년 1월에 뉴저지 (New Jersey) 에서 있을 북한 학교와  내년 여름에 
삼수령에서 있을 북한 학교 노동 캠프를 위해서 수천불의 재정 모금을 해야 합니다. 
또한 텐트와 간이 침대 를 제공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 학교에 대한 후원도 
미국에 있는 네 번째 강 계획이나 한국에 있는 삼수령을 통해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삼수령삼수령삼수령삼수령 연수원연수원연수원연수원 
한국정부로 부터 삼수령 연수원 소유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 아래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토지 구입을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할 예정이지만, 
삼수령 연수원의 대부분의 비용은 공사를 담당한 건설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큰 액수의 
최종 결재와 토지 구입을 위한 재정의 필요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삼수령 연수원을 위해 도움을 주실 분들은 payable to 에 Fourth River Project로 쓰셔서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The Fourth River Project 
39 Chestnut St. 
Ellington, CT 06029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기부하실 분들은 아래의 계좌 번호로 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308-01-0329-028  (예수원) 
농   협        271-01-484970  (예수원) 
우체국 201103-01-002331  (예수원)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보내 실때 다른 후원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 실 수도 있습니다.  
우편번호 235-600 
대한민국 강원도 태백시 사서함  44 호 예수원 (삼수령 목장) 
          
사무실 전화: 033-552-7824 
휴대전화: 016-572-7303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에 여러분 모두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 모두가 귀한 
축복의 통로 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 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북한을북한을북한을북한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잊지잊지잊지잊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예루 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애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 께서 예루 
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 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6-7) 

 
그를그를그를그를 쉬지쉬지쉬지쉬지 못하시게못하시게못하시게못하시게 하라하라하라하라! 
www.thefourthriver.org 
자주 저희 웹 주소에 방문해 주셔서 도서관의 새로운 자료들과 다른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벤 토레이 (Ben Torrey)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