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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승 정다운(한결 한별 한솔) 5차 선교편지 
 

이경승 mkgeneration1@gmail.com   katalk ID: kloan1 
정다운 akumcss@gmail.com            katalk ID: dawoon.jeong 
R. Vila Amazonas 488 Apt. 502, Bloco C, Nossa Senhora das Graças, Manaus - AM CEP 69057-240  

 

    터진 홍수, 터진 일복, 선교지의 일상 

    4 월 중순부터 시작된 병원선사역 미팅, 미국시민권 취득, 그리고 미국 여권 발급 문제로 미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갑자기 시작된 나그네 생활로 인해 가능했던 미주 브라질 디아스포라 

교회들 방문, 아이들의 온라인 학교 교육, 제 9 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등 바쁜 미국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7 월 20 일 마나우스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감사하게도 아마존 마나우스 신학교사역을 하시는 

지덕진선교사님을 방문하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단기 선교팀을 브라질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운 교제를 나누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저희 이란두바 선교지와 마나우스 선교센터까지 

방문하여 주시며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 마자 놀라움의 선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미국 방문 중 선교센터 2 층 부엌 싱크대의 

파이프가 터지며 2 층이 홍수가 나고 물이 1 층까지 흘러 천장과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긴 것입니다. 특히 1 층 손해가 심한 곳이 8 월 17-

20 일동안 열릴 여성직업창출 프로젝트인 네일훈련장소였기에 마음이 

다소 급해졌습니다. 이 훈련을 실행할 미주 Lady141 과 Holy Wave 

단기선교팀이 묵을 건물 또한 5 년 전 전깃줄 도난 사건 후 사용되어지지 

않아 손을 보아야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를 불러 뒷건물에 전기를 잇고 

선교센터 1층 벽과 천장을 긁어내어 곰팡이를 제거하고 

구멍나고 갈라진 벽과 천장에 시멘트를 바른 후 

페인트칠을 다시 하였습니다. 오래 된 건물이라 모든 

형광등을 LED 로 바꾸고 고장난 전원 플러그들도 다시 

갈아 끼웠습니다. 녹슨 쇠난간과 쇠창틀도 사포질 후 

다시 펜인트 칠 하였고 고장난 화장실 변기, 굳어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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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플라스틱 파이프들도 새것으로 갈았습니다. 더욱 심해지는 치안을 대비해 어두운 주차장에 더 

많은 조명을 설치하였고 몇 년동안 사용되어 지지 않은 에어컨들을 일일이 테스트하며 개스를 

채우고 고장난 기계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마나우스 교인들과 생명샘교인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청소를 하고 창문과 문에 새로운 커튼을, 단기선교팀들이 와서 생활할수 있도록 생필품들을 

배치, 외부 벽까지 페인트칠을 하며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성 직업 창출을 위한 훈련 - LADY141 

    8 월 15 일 미국 어바인 Lady141 과 사랑의 교회 영어부 Holy Wave 단기선교팀이 도착하였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와서 MK 가 아닌 선교사로써 처음 맞이하는 단기선교팀이라 반갑기도 하고 많이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꿈꾸고 기도하던 

현지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구축할수 있는 자립형 

선교모델을 향한 첫 걸음이었기에 많이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오시기 전 몇 개월동안 줌과 카톡으로 

선교의 비젼을 나누고 기도하며 준비한 단기팀이 

였기에 도착하자마자 전혀 어색함 없이 오래된 

친근한 동료들처럼 네일집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나우스교회, 생명샘교회, 노부이스라엘교회, 알프레도나씨멘뚜교회 등 총 4 교회에서 선교에 

열정이 있는 12 명의 여성들이 선정되어 여성직업창출 프로젝트를 

위해 8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4 일동안 네일아트 집중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빈민촌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훈련시켜 직업을 

찾아 재정력을 키울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그들이 장기적 

으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더 나아가 선교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커피숍 및 네일샵 오픈을 위해 기도중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다음세대 사역 

    마나우스는 이경승선교사가 MK 로 자란 곳이지만 떠난지 20 년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진흙길에 판자촌이었던 빈민촌들이 아스팔트와 벽돌로 탈바꿈을 

하였고 가난했지만 여유롭고 평안했던 현지인들의 삶의 패턴도 바뀌어 하루에 바쁜 일정과 물질에 

쫓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변화는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안에서도 볼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많이 현대화 되어 전에는 벽돌과 지붕만 있어도 감사했던 시절과 달리 많은 현지인 교회들이 

에어콘, 음향시설, 영상에 크게 투자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더 큰 변화는 다음세대 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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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가 문제인듯 이곳도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전에는 주일마다 가득했던 아이들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장년사역 

위주로 변하였습니다. 고령화 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현실을 보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듯한 브라질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경승선교사가 2 월부터 담임을 맡게 된 마나우스교회도 새로 

태어난 아기들까지 포함하면 다음세대가 10명정도였습니다.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을 교회리더들과 나누며 마나우스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8 월 27 일 전교인 장년 30 명을 

상대로 주일학교 사역(교사)훈련을 

실시하고, 교인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통해 300 장의 전도지와 초대장을 

교회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와 주변 

지역에 뿌렸습니다.  9 월 11 일, 마나 

우스교회 탄생 9 주년을 기념 하며 

2 년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멈추 었던 

어린이주일학교의 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40 명의 

어린이가 노방전도를 통해 교회를 방문하였고, 약 30 명의 어린이 

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그 중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2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계속하여 

장년 교인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쁘게 함께 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벽을 맞대고 있는 Almirante Barroso 라는 주립초등학교와 자매결혼을 맺어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으며 AAH 미국 비영리단체를 통해 1 대 1 온라인 영어수업을 

4 교회의 아이들과 주립학교 4 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Mission Amazonia, Inc.  

 병원선 사역: 새로운 병원선 구입을 위하여 8 월 11 일 미국에 Mission Amazonia, Inc.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였고 현재 병원선사역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6 월 2 년만에 

다시 운행된 병원선은 올해 총 4 번 의료여행을 위해 배를 띄었으나 2 번의 엔진과 발전기의 

고장으로 의료팀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올해 말 웹사이트를 공식 오픈하여 본격적으로 새로운 

병원선 구입을 위해 모금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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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샘교회: 8 월 19-21 일까지 Encontro com Deus (영성훈련)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교회에 새로운 가정들이 왔습니다.   
 

 이란두바교회: 9 월 4 일 청소년 자살방지운동과 노방전도를 아마존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실행하였습니다.  

 

 무찌렁학교: 11 월에 시정부와 5 년 시한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위한 설계도와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기도제목 
 

1. 새로 가동된 아마존 강변마을 병원선 사역이 잘 진행이 되고 25년 되어 낡은 병원선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리

고 새로운 병원선이 구입을 위한 비용과 필요한 서류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2. Lady 141 네일아트 사업훈련팀과 함께 시작된 직업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브라질 마나우스 지역 여성들의 직

업 창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3. American Assimilation Helpline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1대1 화상 영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교회와 한걸음 더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복음까지 전해질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4. 무찌렁학교에 꼭 필요한 시정부 5년 지원계약이 잘 이루어져 빈민촌 교육선교에 필요한 재정과 지원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5. 아이들 학업의 ¾이 지나고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과제와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현지 학

교, 교회의 친구들, 선생님 사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평생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2022년의 10월 1일  

아마존에서 이경승, 정다운, 이한결(13), 이한별(8), 이한솔(6) 드림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로 함께 동참하시려면… 
 

      한국 : 하나은행 990‐194764‐156 예금주: GP (이경승, 정다운)  

                [한국 후원자 등록 안내] 

           선교회 자료 안내, 연말정산등록, 후원영수문자 수신 등을 위한 후원자 정보등록을  

                   아래의 사이트에 부탁드립니다. 

          http://gpinternational.org/gp_donation 

 

       미국 : Check - Pay to the order: GP USA (Check memo: Kyung Lee/Da Woon Jeong) 

                  Address: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USA 92804  

             PayPal or Smart Pay donation: https://www.gpusa.org/m-donation 

        (Please write Kyung Lee, Da Woon Jeong in “Selected Missio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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