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kdlk 

 
“In peace I will both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Psalm 4:8 
We could lie down and sleep in peace in the midst of many uncertainties because the Lord is with us. The Lord gives us 
peace and new strength to walk on everyday life. Although we are surrounded by many uncertainties and fear, we could lie 
down in peace just because of the Lord. I pray that we all experience safety in His peace.  
 
It is told that there is an average of 20 typhoons in Japan every year. The 21st typhoon already hit throughout all Japan 
last weekend. Typhoon itself is not unusual one, but this year`s typhoon is much stronger than usual ones. About 7 
prefectures of Japan are in great disaster because of these typhoons. Many houses are crushed down, many houses are 
covered with the mud that slide down from the mountains because of heavy rain, and many lost their lives because they 
are covered by these mud slides. Many people are full of sorrow because they lost their home. There is no expectation 
when it would be all recovered. There are still so many people who can`t return their home but stay in the shelters. Please 
pray for these people that they would also lie down in peace that God provides.  
Japan has a new emperor now. There was an enthronement ceremony on Oct. 22nd. As I was watching the ceremony on 
TV, I felt that many Japanese still honor the emperor as god. Some Japanese show the concern of fear that Japan would 
return to the time of war because they really believed emperor was god. Let us keep praying for Japan that this country 
and these people would know that Go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who reigns over all universes is the 
only God.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and Korean class have started from the 1st week of September. There are two adult English 

classes, one Korean class and one children`s English class, four altogether a week. Thankfully, 
many people joined the classes. I am especially thankful because some non-Christians who have 
never been to church before are coming to the classes. It is such a great privilege to meet them 
once a week at church. Last 15 minutes of each class is a bible time. I prepare a short bible talk 
every class. Thankfully, everyone listens very well. I pray that they would have some interest 
toward bible and Christ and eventually open their hearts to Christ as they listen to the Word of 

God. Since I have to teach 4 times a week, it brings me some concern about my physical strength. Please pray for me that 
I manage health and time well.   
On Dec. 1st, Sunday afternoon, there would be a kid`s Christmas event; making Advent calendar. 
We hope to have as many kids as possible. I will share a short message on this day. On Dec. 
22nd, there will be a short gospel choir concert at Nayoro Church present by Nayoro gospel 
choir team. Almost everyone in the choir team is non-Christian. Nayoro church pastor joins as a 
choir member, and I attend once a month to teach the meaning of the songs they sing and 
correcting the phonics of the vocabularies. Prayerfully, these choir members would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the songs they sing as I explain the songs. There will be other Christmas events that we are 
preparing. Please pray with us that all of these events would be the tools of sharing Christ, our Savior.  
I have a privilege to have a regular fellowship with some Japanese pastors who are serving close areas. They are the 
pastors of churches with 4-50 members to 10 or less members. Deaf church pastor also joins the fellowship. I gain so 
much of encouragements from this fellowship. I also learn the wisdom from these pastors. We all pray together that we 
could be the encouragement to each other so that we could stand as healthy ministers in spiritually.  
 
I would have my second medical check up on Nov. 8th. Since there was a concerned level on blood test, it is very 
important this time. Please pray that everything, CT test and blood test, would show the normal range on the result. I 
also would like to ask to pray for my finance situation. Since I moved to Nayoro, my finance situation became a bit tighter 
than before. Please pray with me that the Lord brings new supporting churches or/and new supporter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in prayers. I pray that the peace from God would be with 
you always. Many blessings to you! 
 
Michelle Lee from Nayor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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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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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michyus69@gmail.com


 

 

 

 

“"Ikdlk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겂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안식과 새 힘을 주시어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겂도 하나님 이십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싸여 
있어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겂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늘 안전함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엔 일년에 평균 20개의 대풍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벌써 21번째의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태풍이지맊, 이번에는 그 강도가 너무 강해서 일본의 약 7개의 현이 태풍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집이 완전히 떠내려가고, 비로 인해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 온 집이 흙으로 덮이기도 하며, 그 
흙에 묻혀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모두 잃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맋이 생겼습니다. 
언제 모든 겂이 복귀 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맋습니다. 매일매일 이 불안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평안함과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에 새로운 천왕이 즉위하여, 지난 10월22일 천왕즉위식이 있었습니다. TV를 통해 즉위식을 보면서 
아직도 일본은 천왕을 싞처럼 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본인들은 이겂을 보면서 
천왕이 정말 싞이라 믿어 전쟁까지 치렀던 그 시갂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두렵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천왕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싞이라는 겂을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맋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9월 첫 주부터 영어강좌와 한국어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른 영어강좌가 2번, 한국어강좌가 1번, 

어린이 영어회화가 1번, 모두 4번의 강좌가 일주일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맋은 
사람들이 찾아와 매시갂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통해서 이들을 매주 맊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감사합니다. 각 강좌마다 마지막 15분은 성경말씀을 나누는 시갂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있어서 특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시갂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4번의 

강좌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겂으로 인해 체력적으로도 피곤하지 않고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2월1일 주일 오후에는 어린이 크리스마스 행사로 어드밴트 달력 맊들기를 합니다. 맋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갂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12월 22일 
주일 오후에는 나요로시 가스펠 팀의 작은 콘서트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스펠 팀의 
팀원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요로교회 목사님이 
팀원으로 참석하시고, 제가 한 달에 한번 영어의 발음을 교정해 주고 뜻을 알려주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싞들이 부르는 찬양의 뜻을 알려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겂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요로로 오면서 주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의 교재의 시갂이 생겼습니다. 크게는 4-50명의 교인의 
교회부터 작게는 10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 이십니다. 또한 농아교회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러한 교재를 통해서 맋은 격려를 받고, 맋은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교재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건강한 사역자들로 모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8일에 두 번째 정기 검짂이 있습니다. 지난번 피검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수치가 나와서 이번 검사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CT검사는 물롞 피검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모두 정상수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요로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재정이 조금 타이트 해 졌습니다. 새로운 후원교회, 후원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요로에서 Michelle Lee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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