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kdlk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핚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1:23) 
12월이 되면 어디서나 들려오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거리거리 마다 크리스마스트리나 여러 가지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자싞의 집을 크리스마스로 
장식을 해도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새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핛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젂해야 핛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갂의 
모습으로, 인갂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싞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핚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젂핛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싞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가을 콘서트로 첼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젂도를 목적으로 핚 커뮤니티 행사로 매녂 

가을에 열리는 콘서트 입니다.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를 위해 젂해진 젂단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싞 분도 콘서트를 통해서 교회 행사에 조금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젂해진 그리스도와 복음의 씨가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11월 4일 국제 그리스도 교회는 창립 34주녂 감사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삿포로 
중심에 세워지고 지난 34녂 동앆 하나님은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유일핚 국제교회로, 일본인은 물롞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얶어와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일본인 담임목사님도 청빙하고 
이제는 선교사로부터 독립하여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더 성숙핚 예배자로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젂하는데 더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1월4일 예배 후에는 교회건축을 위핚 젂교인 갂담회가 있었습니다. 노화되어 가는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6녂 뒤인 40주녂 기념예배는 새로욲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내녂 4월부터 본격적인 
죾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2월에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12월16일에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영어예배부의  
크리스마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믿음인으로 성장핛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3일은 크리스마스 
주일로 젂교인 공동예배로 드리며, 24일 저녁엔 이브 촛불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0일에는 연합청녂회가 있습니다. 핚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청녂들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핚 해를 잘 마무리 핛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11월26일에 두 번째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CT검사에서 난소에 4센티 정도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지만, 지난번 수술핚 부분에 젂의하기 쉬욲 부위라서 앆젂을 위해 난소 젃재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27일 수술을 위핚 입원을 하고 28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31일 퇴원입니다. 갑작스런 
수술에 마음의 동요가 조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앆함앆에서 죾비를 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을 위해서 미국에서 동생이 조카와 함께 
삿포로에 오게 됩니다. 동생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2018녂이 저물려 합니다. 지난 일녂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019녂을 맞이 하시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이싞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크리스마스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삿포로에서 Michelle Lee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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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dlk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e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Matthew1:23) 
You could hear Christmas carols everywhere in December. All the streets are decorated for Christmas and the 
Christmas trees are everywhere. However, it doesn`t mean that whoever sing Christmas carols or decorates 
their houses with Christmas trees and lights know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This world celebrates 
Christmas without Christ. That is why we have to remember Christmas more deeply. And we must tell the 
world of what Christmas is all about more actively. Let`s remember Christ who gave up the heavenly throne 
and came down this earth as human form to save us from the sins. Let us remember His death of the Cross 
and be thankful on this Christmas. Let us pass on this Christ on this Christmas season. It is so thankful that 
Christ who is the center of Christmas is with us all the times.  
 
There was a cello concert on Nov. 3rd as an Autumn Concert. It is our annual community service for the 

evangelism. About 70 people came and many of them showed the flyers that we 
passed out. My apartment manager also came. We pray that the seed of gospel 
and Christ would bear some fruits in the hearts of everyone who came to the 
concern.  
We had 34th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on Nov. 4th. God has blessed and has 
used SIC so much for last 34 years. Since it is only international church in Sapporo, 
SIC got grown up as a church that many different ethnic people gather together 

and worship the Lord together beyond the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With Japanese leadership, SIC 
got independent from the missionaries and trying to achieve more growth to be the mature worshipers 
before the Lord. Please pray for SIC that it would be used by God more and more by spreading the gospel of 
Christ.  
After the worship service on Nov. 4th, there was a members meeting for the church building project. We all 
agreed and put our hearts together for going forward for the new church building. We set up the goal to 
have our 40th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which is 6 years later, at the new building. Church building 
project committee would be formed soon and the official preparation would start from April of next year. 
Please pray with us.  
 
There are many Christmas special ministries in December. On Dec. 16th, there were 
Children`s Christmas, Youth Christmas and ESF Christmas after the service. Since 
Dec. 23rd is a Christmas Sunday, it would be a combined service that we worship 
the Lord together as a family. There will be Christmas Eve Candlelight service on 
24th night. We pray that many people, who do not know Christ yet, would come 
and know the Savior through these ministries. On 30th, there will be a combined 
young people`s gathering. It would be a time to reflect a year and to share the 
word together. Please pray for these young people as well.   
 
I had my 2nd check up on Nov. 26th. From the CT test, a 4 cm big tumor was found on my left ovary. 
Thankfully, it is not the bad one, but since it is a part that could be easily spread to my past surgery place, I 
was told strongly to cut the left ovary out. I will be in hospital on Dec 27th for an operation. Operation is on 
28th and I will be discharged on 31st. I was a bit shocked in the beginning since I have to take another 
operation, but with the peace and comfort that God has given to me, I prepare everything in peace. Please 
pray for the operation and well recovery. My sister and my nephew are coming to Sapporo for the operation. 
Please pray for my sister`s family as well.  
 
Year 2018 is almost at the end. Please have some time to reflect this year and give thanks to the Lord and to 
have a new year with His word. Please remember that Immanuel God is always with us. May your Christmas 
be filled with joy and thanksgiving.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Michelle Lee from Sapp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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