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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 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34:1) 
시편34편은 다윗이 사욳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건 누굮가가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숨기며 도망하던 숚갂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핚 
숚갂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 핚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라는 것은 어떠핚 조건이 없는 매 숚갂을 의미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쉬욳 때나 어려욳 때나,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는 매 숚갂을 의미 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숚갂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수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수 많은 경험을 하며 매 숚갂 숚갂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항상 주님을 찬양핛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난 9월16일 새벽에 홋카이도에 큰 지짂이 있었습니다. 이 지짂으로 인해 홋카이도 젂체가 젂기도 물도 
끊기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빠른 지역은 하루 만에, 늦은 지역은 일주일 후에 젂기와 물이 복구 
되었지만, 지짂의 피해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짂 후 두 차례의 큰 태풍이 같은 지역을 
지나가서 그 피해는 말핛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졌습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겨욳이 오기 젂에 가설주택을 세워, 그들이 입주 핛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홋카이도의 겨욳을 
이겨내기엔 집 자체가 너무 춥고, 숫자도 많이 부족핚 상황 입니다.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면 복구작업이 더 
늦어질 텐데 하루 빨리 복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연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앆함을 경험핛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9-10월에는 각 예배 수렦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어예배 수렦회는 지짂으로 인해 갑자기 중지 해야만 했지만, 
핚국어예배는 9/30-10/1에 일본어예배는 10/7-8에 각각 수렦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핚 인원은 그렇게 않았지만 말씀과 찬양이 함께핚 친밀핚 교제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캠프와 중고등부 수렦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렦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서로를 더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시갂이 변경되고, 새로욲 주일 성경공부가 시작 된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중국어예배 분들이 처음엔 시갂변경에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어려움 없이 더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 성경공부도, 물롞 통역의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담임목사님의 인도하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모임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 재미있게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응해 가야 핛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함께 배움으로 인해, 국제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고, 더욱 성숙핚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제교회는 이제 새로욲 교회건축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건물이 50년이 
되어가고, 노화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매주 100명이 넘게 모이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당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인들에게 교회건축의 필요성에 대핚 내용의 편지를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발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4 주일 오후에 교회건축을 위핚 젂교인 갂담회를 합니다. 모두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듣는 시갂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교인들이 핚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3 토요일 오후에 가을 음악회로 첼로 콘서트가 있습니다. 매년 행해지는 젂도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미 

3000장의 앆내지가 교회 주위에 나누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 
주일예배에도 참석핛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내년도의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기 젂에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욲동도 시작했습니다. 11/26에 두 번째 검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삿포로에서 Michell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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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shall continually be in my mouth.” (Psalm 34:1) 
Psalm 34 was written by David when he was running away from King Saul. David experienced so many trials in his 
life. I think one of the toughest moments was when he had to run away from a person who kept seeking his life, and 
to hide himself completely to save his life. However, David praised the Lord even in the midst of his toughest times. 
David confessed that he would bless the Lord at all times. All times mean every single moments without any 
conditions. Whether it is good or bad, whether it is happy or sad, whether it is easy or tough, no matter what His 
name needs to be praised. And David did. Like David, we also experience so many things in our life. Sometimes it is 
good, sometimes it is tough, sometimes it is joyful, sometimes it is so hard, but we want to praise the Lord at all 
times like David did. David could praise the Lord at all times because he had a conviction that the Lord would be 
with him at all times. Let us remember that our Lord is with us at all times and praise His name with the conviction.  
 
On September 16th early in the morning, a great earthquake hit the whole land of Hokkaido. Due to this earthquake, 
there was a total blackout throughout whole Hokkaido and all the water was shut down. Some were restored next 
day, and some were restored after a week. But disaster of earthquake is not still restored. Two huge typhoons 
passed the same places so the disaster got even greater than before. Many people still can`t return to their homes. 
The gov`t tries hard to build the mobile houses before the winter, but number of houses is so limited and it is not 
really strong enough to bear with cold winter of Hokkaido. When it starts to snow, it would be even harder to work 
for restoration. Please pray for fast work. And pray also for the people that they would know God who reigns over 
all the natures and over everything so that they would have peace in their hearts from the Lord.  
 
The retreats were held in September and October. Chinese retreat was cancelled due to the earthquake, but 
Korean retreat was held on 9/30-10/1 and the Japanese retreat was held on 
10/7-8. Although the numbers of people were not so great, we had very closed 
fellowship with the Words and praises. We are planning to have the children`s 
and youth camps next year which we couldn`t have this year. We praise the Lord 
for His blessings through these retreats.  
It has been two months since the worship time changed and the new bible 
studies. Chinese service people had a bit hard time to come earlier in the 
beginning, but they seemed like they are all adjusted right now. They give worship 
in a better atmosphere now than before. Adult bible study goes well, too, although there are some hard times of 
translation. Many people stay after the worship for the bible study which is led by our senior pastor. Children`s and 
youth bible studies are good as well.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hat we need to consider, but the purposes of 
these changes and bible studies are to become a true worshiper before the Lord as whole and to be the more 
matured Christians.  
SIC considers very seriously for the new church building. The current building is about 50 years old and it has 
brought many problems. It came to the point to realize that it is not safe to meet more than 100 people every 
week. The Session discussed it already and a pastor already sent out a letter for this issue to the church members. 
In the afternoon of 11/4, after the service, there will be a special member`s meeting to discuss this matter. It 
would be the time to explain more in details of the needs and listen to each other`s opinions. It would be a long 
time project, but we would like to put our hearts together as we seek God`s guidance together. Please pray for us.  
There is a Cello Concert on 11/3 in the afternoon. It is an annual fall concert that we do for the evangelism. About 
3000 flyers were passed out in our neighborhoods. Please pray with us that many would come to the concert, and 

eventually, to the Sunday service as well.  
 
I am doing very well in health. Since I would like to start new year with fully recovered health, I 
started exercise as well. My second check up is scheduled on 11/20. It would be so appreciated 
if you keep praying for my health.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Please be remembered that our loving Father 
is with you at all times and walk with Him in your daily life.  
Michelle Lee from Sapp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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