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 일일일일 Mon 월월월월 Tue화화화화 Wed수수수수 Thu목목목목 Fri 금금금금 Sat토토토토 

 

막막막막 나온나온나온나온 북조선북조선북조선북조선 저널리스트의저널리스트의저널리스트의저널리스트의 
목소리인목소리인목소리인목소리인,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간행물간행물간행물간행물 ‘림진강림진강림진강림진강’의의의의 표지표지표지표지: 
 
“림진강림진강림진강림진강” 은은은은 북한과북한과북한과북한과 남한의남한의남한의남한의 경계를경계를경계를경계를 
나누며나누며나누며나누며 흐르는흐르는흐르는흐르는 임진임진임진임진이라는이라는이라는이라는 강입니다강입니다강입니다강입니다 

북한 지하 저널리스트들이 직접 내부 소식을 전하는 잡지가 20일 
최초로 창간됐다…이날 창간된 잡지 '림진강'은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면, 외부에서 원고를 
받아 잡지로 제작한다. 이 잡지의 창간 기자회견이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Id=nk00100&num=2938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50048  

1 
벤과 리즈토레이 
부부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날 
여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 
다스리다스리다스리다스리시시시시나니나니나니나니 땅은땅은땅은땅은 
즐거워하며즐거워하며즐거워하며즐거워하며 허다한허다한허다한허다한 
섬은섬은섬은섬은 기뻐할지어다기뻐할지어다기뻐할지어다기뻐할지어다 
  시 97:1 

3 
뉴질랜드의 외무부 
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찬양합니다 

4 
지금도 계속 미국이나 
한국의 쉼터 곳을 
찾아 중국이나 
태국으로 나오는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 
탈북  기독교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유상준 
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중국에 돌아갔고, 
최근에 중국에 억류되어 
있씁니다 

6 
간행을 시작한 북한 
저널 리스트들의 
새로운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술과 
능력을 자라게 하소서 

7 
국제 세무청에서 보낸 
네번째강 계획을 
비영리 단체로 
받아들였음을 알리는 
편지로 인해 
감사합니다 

8 
삼수령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을 
완벽히 주관하여 
주소서 
(특히 날씨로 인한 
헛간 건축부분에서) 

9 
구름과구름과구름과구름과 흑암이흑암이흑암이흑암이 그를그를그를그를 
둘렀고둘렀고둘렀고둘렀고 의와의와의와의와 공평이공평이공평이공평이 
그의그의그의그의 보좌의보좌의보좌의보좌의 
기초로다기초로다기초로다기초로다.  

시 97:2 

10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곳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북한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기를 
기도합니다 

11 
태국 등지에 있는 탈북 
난민들이 한국이나 미 
국이 받아드릴 때 까지 
잘 기다리도록, 미국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문 
열기를 기도합니다 

12 
물을 것이 있다 하여 
11월에 수감된, 오랜 
세월 기독교인으로서 
북한에서 일해온 친한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13 
 TB 병원 수술실의 
개선을 위하여 11월 에 
북에 간 크리스천 
친구들의 기술 팀원 
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www.cfk.org 

14 
오는 여름에 있을 
노동학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15 
아직 새 헛간이 
없는데 삼수령의 
모든 가축들의 
건강을 보호하소서 

16 
존귀와존귀와존귀와존귀와 위엄이위엄이위엄이위엄이 그의그의그의그의 
앞에앞에앞에앞에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능력과능력과능력과능력과 
아름다움이아름다움이아름다움이아름다움이 그의그의그의그의 
성소에성소에성소에성소에 있도다있도다있도다있도다. 
시 96: 6 

17 
2004년 북한 인권 
운동으로 모인 모든 
기금들이 탈북 
난민들에게 무사히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18 
그리스도께서 썩은 
주체 사상과 속빈 
선군 사상의 공허한 
산물들을 
채워주소서 

19 
휴대폰, 한국영상,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붙잡힌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 
상거래를 위해 
북한에 들어간 
중국인 남녀 상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21 
예수원, 네번째강 
계획 그리고 삼수령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경축하길 기도합니다 

22 
곧 제기될 삼수령 
건축 허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3 
그가그가그가그가 임하시되임하시되임하시되임하시되 땅을땅을땅을땅을 
심판하러심판하러심판하러심판하러 임하실임하실임하실임하실 것것것것 
임이라임이라임이라임이라 그가그가그가그가 의로의로의로의로 세계세계세계세계 
를를를를 심판하시며심판하시며심판하시며심판하시며 그의그의그의그의 진진진진 
실하심으로실하심으로실하심으로실하심으로 백성을백성을백성을백성을 심심심심 
판판판판 하시리로다하시리로다하시리로다하시리로다. 시 96:13 

24 
중국 정부가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정책을 재정했다 
는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주주주주, 
예수그리스도의예수그리스도의예수그리스도의예수그리스도의 
강탄강탄강탄강탄 축일축일축일축일 

26 
첫첫첫첫 순교자순교자순교자순교자, 

 스데반스데반스데반스데반 기념일기념일기념일기념일 
지속적으로 박해 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7 
1월 첫째 주로 
다가오고 있는 
미시시피주의 Ann 
Arbor,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8 
최없는최없는최없는최없는 어린이들의어린이들의어린이들의어린이들의 순교순교순교순교 

(헤롯헤롯헤롯헤롯 왕에왕에왕에왕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죽임죽임죽임죽임 당한당한당한당한 
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 아기들아기들아기들아기들 추도일추도일추도일추도일)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순수한 어린이 
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 
봄에 있을 삼수령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합니다 

30 
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 너의너의너의너의 
출입을출입을출입을출입을 지금부터지금부터지금부터지금부터 
영원까지영원까지영원까지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지키시리로다지키시리로다지키시리로다.  
시 121:8 

31 
북한의 사설 시장인 
–장마당이 – 엄중히 
통제되고, 폐쇄, 
절제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태초에태초에태초에 말씀이말씀이말씀이말씀이 계시니라계시니라계시니라계시니라, 이이이이 말씀이말씀이말씀이말씀이 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 함께함께함께함께 계셨으니계셨으니계셨으니계셨으니, 이이이이 말씀은말씀은말씀은말씀은 곧곧곧곧 하나님이시니라하나님이시니라하나님이시니라하나님이시니라. 그가그가그가그가 태초에태초에태초에태초에 
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 함께함께함께함께 계셨고계셨고계셨고계셨고 …그그그그 안에안에안에안에 생명이생명이생명이생명이 있었으니있었으니있었으니있었으니 이이이이 생명은생명은생명은생명은 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 빛이라빛이라빛이라빛이라. 빛이빛이빛이빛이 어둠에어둠에어둠에어둠에 비치되비치되비치되비치되 어둠이어둠이어둠이어둠이 
깨닫지깨닫지깨닫지깨닫지 못하더라못하더라못하더라못하더라 …그가그가그가그가 세상에세상에세상에세상에 계셨으며계셨으며계셨으며계셨으며 세상은세상은세상은세상은 그로그로그로그로 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 지은지은지은지은 바바바바 되었으며되었으며되었으며되었으며 세상이세상이세상이세상이 그를그를그를그를 알지알지알지알지 
못하였고못하였고못하였고못하였고…말씀이말씀이말씀이말씀이 육신이육신이육신이육신이 되어되어되어되어 우리우리우리우리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거하시매거하시매거하시매거하시매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그의그의그의그의 영광을영광을영광을영광을 보니보니보니보니 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 독생자의독생자의독생자의독생자의 영광이요영광이요영광이요영광이요 
은혜와은혜와은혜와은혜와 진리가진리가진리가진리가 충만하더라충만하더라충만하더라충만하더라       요요요요 1:1-14 (빠진빠진빠진빠진 것것것것 있음있음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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