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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Isaiah 7:14 
God`s only Son Jesus Christ came to this world as a human being. His name was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The 
reason for His coming was to warn Israel, which is us, for our sins and it was the Father`s love to save us from the sins. 
There are still so many people who do not know the reason for His birth. I pray that even one more person would know 
and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His birth on the Christmas season. How about you? Aren`t you forgetting the meaning 
of Christ`s birth in the midst of your busy schedules? I pray that you would be reminded about His birth and to be 
restored by His love on this blessed time of year.  
 
English and Korean classes which started on September with many prayer supports finished on Dec. 14th with full of God`s 
grace. 7 adults and 5 children attended the classes this time. Among 7 adults, 3 were non-Christians who had never been 
to church before, 2 were Christians who attend Grace church but not the members, and 1 was a church member. Among 5 
children, 2 were church member`s kids and 3 were the ones who had never been to church before. Everyone enjoyed 
classes very much. 1 young lady, especially, who joined both English and Korean classes had chanc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twice a week. I pray that these people who had never been to church before would know about God a bit more 
through these classes. These classes will be started again in February. Please pray for these people would come back.  
 

There was a kid`s Christmas event on December 1st afternoon which is making an advent calendar. 
9 kids and 2 moms came. There was a short Christmas message as well. Kids will open the 
calendar everyday until Christmas. I pray that as they open it to get some candies, they w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scripture that is included also. I also pray that this event would not just 
finished as fun activity for the kids, but to be used as a tool to spread the seeds of the Word and 
to bear the fruits in the future. Please pray for these children with us.  

There was a Japanese tea ceremony on December 7th, Saturday afternoon. One couple, husband and wife, of our church 
members have certificate to teach and lead the Japanese tea ceremony and it was used for evangelical event. 5 people 
outside of church came to this event. I was very challenged by this couple`s attitude to use their 
skills for Christ through the old Japanese tradition. May the gospel of Christ would be spread 
through the all the tools that God has given us.  
December 22nd is a Christmas Sunday. There is a special Christmas event in the afternoon. One 
of the main events is the Gospel concert present by Nayoro gospel team. You might not quite 
understand how non-Christians sing praises and present the concert at church. However, it is 
also a God given tool for Japanese to know Christ. I pray that through the praises that they sing, 
Christ would be shared and that these people who are singing would know the Christ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s for my health check up in November. Everything came out in normal range. Tumor 
rate was also in normal range. I really appreciate your prayers. I pray that I would have normal range results continually in 
the future. Please keep praying for my health.  
It is busy December. There are lots special events. There are also so many things that you need to wrap up before the 
New Year starts. It is the time when our minds are so busy with many things. I hope you remember the Father more and 
more as you get busier everyday.  
 
I will be in L.A. for 3 weeks from the end of December. I would spend Christmas and New Year with my family this time. I 

would like to have rest with the fellowship that God would give. Especially, I pray that God would give 
me some privileges to meet new supporters even though it is a short period of time. I pray that my 
financial needs would be fulfilled through new supports that God would provide.  
 
There are countless blessings throughout this past year. I hope you would have time to spend with God 
giving thanks.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me in prayers this year.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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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7:14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즉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그가 오신 이유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혹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속에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영어강좌와 한국어강좌가 지난 12월14일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어른 7명 어린이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어른 7명중 3명은 
교회에 다닌 적이 없던 분들이시고, 2명은 그레이스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등록은 하지 않은 
교인이며, 1명은 교회교인입니다. 어린이 중 2명은 교인의 자녀이며, 3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입니다. 모두 재미있게 매주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1명은 24살의 청년으로 영어/한국어 모두 참석을 
하여, 매주 두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다녔던 적이 없었던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2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들 모두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월1일 주일 오후에는 어린이 크리스마스 사역으로 어드벤트 달력 만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9명의 어린이와 2명의 어머니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간단한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달력에 들어있는 사탕을 먹으면서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미있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언제가 큰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12월7일 토요일 오후에는 일본 전통 다도회가 있었습니다. 교인 중 다도 지도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다도회를 통한 전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은 물론 
외부에서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일본 전통의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2일 주일은 크리스마스 주일로 드립니다. 오후엔 특별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나요로시 가스펠팀이 교회에서 작은 콘서트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을 부른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부르는 그들도 주님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에 있었던 정기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염려했었던 종양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번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바쁜 12월 입니다. 특별한 행사도 많고, 일년을 마무리 해야 하는 무엇보다 마음이 바쁜 시기 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12월 말에 3주정도 엘에이에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를 통한 안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후원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제정이 모두 채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일년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019년이 모두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도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나요로에서 Michelle Lee 선교사 

Story of Michelle 
Sunny House 201 Nishi 10 Jo Kita 5 Chome 26-82 Nayoro Hokkaido 096-0040 Japan 

Tel: 81-1654-8-7742/ Cell: 81-80-3293-6775 michyus69@gmail.com 
December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