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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승 정다운(한결 한별 한솔)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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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지에서의 첫 해 
     하나님의 은혜로 11 월 16 일 마나우스 선교지에 도착한지 1 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발자취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 

였습니다. 한결, 한별, 한솔, 세 자녀 또한 첫 해였지만 7 학년, 2 학년 그리고 

유치원을 잘 마무리 하며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며 감사하 

였습니다. 1 세대 선교사 부모님들의 선교사역을 이어가는데 나름대로 부족함도 

느끼고 어려움과 시련도 있지만 헌신한 2 세대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역사에 매일같이 위로를 받으며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나우스교회 사역 

    Adrianópolis 에 위치한 마나우스교회는 1994 년 아버지 이성전선교사님에 의해 1,950m2 부지가 구입되었고 

1997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선교센터용으로 지어진 건물엔 교회성전과 사택, 다용도 식당, 교실 3개, 선교관 방 

3 개가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였던 동네가 지금은 마나우스 신도시 개발지역이 되었고 마나우스교회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사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교회 앞 내리막길에는 아직도 자그마한 빈민촌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3 년부터 브라질감리교단과 협력하여 마나우스현지교회가 개척되었고 2022 년 2 월 

이경승선교사가 담임사역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산층이 대부분인 이 교회는 의사, 엔지니어, 공장메니저, 교육자, 

군인, 건축가들이 있어 작은 교회이지만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고 현지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선교지향적 

교회로 자라고 있습니다. 
 

    2022 년 교회 목표를 ‘다음세대 양육과 지역사회 선교’로 세우고 이를 위해 주일학교 교사훈련, 지역전도, 인근 

주립초등학교와 자매 결연, 네일아트를 통한 직업창출 프로젝트, 대면 주일학교 오픈, 어린이주일전도집회, 

크리스마스행사등 다양한 프로 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연초 평균 25-30 명이었던 교인이 지난 주일 

크리스마스행사때 80 명을 넘었고 5 명이었던 주일학교 학생수가 연말에는 평균 30 명 이상이 되며 매주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3 년에는 선교지의 여러 프로젝트 운영, 행정에 관한 정리와 관리때문에 제가 마나우스교회 

담임사역자직에서 협력사역자직으로 바꾸고 브라질 감리교단에 

부탁을 하여 Fátima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목사님으로, 이번에 

새롭게 목사안수를 받은 병원선 운영담당자 Melissa 목사님이 

행정목사로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자립적인 선교를 위해 현재 마나우스교회 부지를 세분화하여 

뒷건물 부지를 전도가 힘든 중산층이 즐겨 사용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커피숍과 같은 영업장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도를 그리고 상업용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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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샘교회 사역 
     Cidade de Deus 에 위치한 생명샘교회는 마나우스 동부지역 빈민촌교회입니다. Cidade de Deus 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빈민촌교회이기에 실업률, 이혼률, 미혼모, 범죄율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2015 년에 

이성전선교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는 현재 모세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십니다. 청년때부터 이성전선교사님 사역을 도운 

모세목사님은 전도사, 목사가 되면서 생명샘교회 개척을 도우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현재 교회건물이 

세워질때까지 함께 한 신실한 현지사역자입니다. 내년에는 무찌렁학교 운영과 수양관 행정을 맡고 장차 

이성전선교사님이 세우시고 총책임자로 계신 Missão Metodista do 

Amazonas 선교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계십니다.  
 

    생명샘교회는 80 명 정도의 성도가 매주마다 모이고 있고 가진 것은 

별로 없으나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뜨겁고 교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8 월에는 3 박 4 일 영적수련회를 가졌고,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교회 천장 공사를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0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란두바교회 사역  
     마나우스에서 아마존 강을 건너 차로 1 시간정도 이동하는 

거리에 약 5 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는 이란두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2011 년 3.6km 길이의 Ponte Rio Negro 다리가 건설되며 마나우스 

도시 남쪽과 강 건너 이란두바 마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놓이며 상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늘어나며, 범죄와 마약율 또한 

늘어났습니다.  
 

     2015 년에 개척된 이란두바교회에서 현재 사역하시는 

Renilda 목사님은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던 2021 년 1 월 코로나에 

확진되며 거의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회복이 되신 후에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피곤해지면 온 몸에 멍이 들고 

출혈을 하시곤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싱글의 몸으로 위험한 사역지를 지키시며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시고, 종종 가까운 강변마을(São João do Tupé)과 인디언마을을 순회하시며 성경을 나누고 의료진들과 함께 

진료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최근들어 마약조직들의 지역싸움으로 사역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선 사역 
    코로나로 인해 2 년동안 중지되었던 병원선사역이 올해 6 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총 4 번 운행을 

하였고 참여했던 모든 의료팀들은 브라질감리교단 소속이거나 싸웅빠울로주립의대 (University of São Paulo) 

소속이였습니다. 총 6 개의 강변마을을 순회하였고 치과, 안과, 정신과, 일반진료, 예방진료와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 년이 넘은 낙후된 병원선 시설로 인해 엔진과 발전기 고장으로 운행중 2 번의 사역이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와 페루국경 강변마을까지 운행이 가능한 $1.5MM 되는 새로운 병원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Fábio 감독님과 병원선 총책임자 Max 목사님, 이경승선교사가 4 월에 

유럽파트너들, 7 월에 UMC 선교국을 방문하였으나 각 교단과 교회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대하던 지원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강변마을을 위해 꼭 필요한 병원선 의료사역이기에 제한적인 종교적 후원을 

넘어 국제비영리단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여러 비종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 월 미국 Georgia 주에서 Mission Amazonia, Inc.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였고 현재 웹사이트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병원선뿐만 아니라 현 아마존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학교, 경제개발, 직업창출 프로젝트 또한 개시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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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특성상 건기에만 운행 가능한 병원선은 2023 년 3 월부터 10 월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매 운행마다 

연료비, 식비, 임금, 행정비 등으로 $5,000 - $7,000 의 자금이 드는데 그 자금을 잘 부담할수 있는 의료선교팀들이 

와서 강변마을에 필요한 진료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은 계속해서 운행되어야 할 낡은 

병원선이 아무런 문제 없이 2023 년을 잘 버텨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찌렁학교 Public Private Partnership 
    1993 년 9 월 이성전선교사님이 마나우스 북쪽 무찌렁이라는 빈민촌에 세운 무찌렁학교는 초기부터 시정부와 

파트너쉽을 맺어 그 당시 교육시설이 없는 무찌렁 빈민촌에 유치원과정과 기초글자익히기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840m2의 건물에 11 개의 교실과 교장실, 6개 화장실, 부엌, 식당이 있고 시 교육청에 위탁하여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나뉘어 총 600 여명의 유치원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로 인해 지난 11 월 교육청에서 건물 사용과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건축, 전기, 유압 설계도와 시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고 현재 부엌과 교실 타일들을 교체하고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5 년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12 월초 

시정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요구하는 운동장이 필요한데 현재 학교 뒤나 옆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5 년 재계약이 잘 성사되고 2023 년에 필요한 부지를 구매하여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프레도 나씨멘뚜 Technical School 
    2003 년 3 월 마나우스 북쪽에 위치한 알프레도 나씨멘뚜 빈민촌에 세워진 이 초등학교는 3 층 건물로 총 

1,347m2 에 일반교실 14 개와 컴퓨터실 2 개, 화장실 7 개, 교장실, 사무실, 부엌, 그리고 식당시설이 있습니다. 

무찌렁학교처럼 시정부와 파트너쉽을 맺어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운영하였고 매해 약 1,100 여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30 여명을 위한 직업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2016 년 계약이 무결되면서 학교운영이 

중단되었고 워낙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 운영이 중단되면서 여러 물품들과 시설들을 도난 당하였고 현재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 년 주정부와 교육 협력계약을 맺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설계도를 준비하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복구공사비용의 예산 견적이 $260,000 로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예산에 시설복구공사를 시작도 못하던 

차에 최근 브라질 감리교 교육제단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13 주 50 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브라질 감리교 

교육제단은 알프레도 나씨멘뚜 학교 건물을 사용하여 빈민촌을 위한 

최첨단 산업교육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edia marketing, ecotourism, blockchain, cryptocoin, carbon 

credi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vernance 등 아마존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될 다양한 최첨단 산업교육을 브라질 감리교 

교육제단과 같이 만들고 주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양관 사역 
    마나우스에서 베네주엘라로 향하는 BR 174 고속도로를 타고 1 시간쯤 차로 가면 아름다운 호수를 앞에 둔 약 

2.5 헥타르의 감리교 수양관이 있습니다. 2005 년 6 월 한국 약대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이 수양관은 약 100 명을 

수용할수 있는 숙소시설과 남녀 화장실이 1 층에 있고 2 층에는 예배실과 2 개의 목양실이 있습니다. 호수 앞에는 

자그마한 부엌시설과 화장실, 가제보가 있으며 배구장과 축구장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수양관을 통하여 연중 

연휴나 휴일, 주말, 카니발 기간등에 교회마다 돌아가며 새신자교육, 리더훈련, 제자양육, 청소년 수련회를 실시하였 

습니다. 2011 년 브라질감리교단에 이양하였으나 매달 들어가는 높은 운영비로 인해 이내 수양관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9 년, 수양관의 운영권은 다시 이성전선교사님에게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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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수양관을 관리하던 전 집사가 탈옥범들과 함께 수양관의 음향시설과 전깃줄을 훔쳐갔고 새로 들어온 

관리 집사는 마약에 관련되어 여러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고 이신숙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이성전선교사님 또한 코로나에서 회복하시며 오랜 기간동안 수양관이 관리되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어져 가며 더이상은 교회들이 기존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브라질감리교단에서 수양관의 발전을 위해 수양관 옆 0.9 hectar 되는 땅을 2007 년에 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땅 문서를 찾을수가 없었고 옛 주인이 0.9 hectar 땅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 달전부터는 총기를 

가지고 현 관리 집사를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떨어진 농촌지역이다 보니 등기 서류 

등의 절차가 약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2 년 이경승선교사가 여러 시간과 자금을 들여 수양관 부지 1.9 

hectar 부지를 농촌지역 관할 INCRA 기관에 Missão Metodista do 

Amazonas 명으로 정식 등록하였고 현재 브라질감리교단이 구입한 0.9 

hectar 부지 문서를 여러 기관을 통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수양관 관련 

모든 부지문서가 정식으로 등록되고 깊게 파인 모래로 인해 들어가기 힘든 

입구 길을 돌길로 깔고 낙후된 시설들을 리모델링 하여 다시 한번 많은 

아마존의 교회들과 단체들에게 축복이 되는 자립형 수양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마나우스의 2023 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이곳 사역에 함께해주시는  

동역자분들께서 2023 년 한해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시길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3년 새해 기도제목 
 

1. 3월에 다시 가동될 아마존 강변마을 병원선 사역이 잘 진행이 되고 25년 되어 낡은 병원선이 잘 팔리고 새로운 

병원선 구입을 위한 비용과 필요한 서류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2. 마나우스, 이란두바, 생명샘교회 사역의 영적 부흥과 사역자들의 영성, 건강, 재정, 가정의 형통함을 위하여.  
 

3. 무찌렁학교와 시정부간의 재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마나우스교회 부지의 상업용 허가, 알프레도 나씨멘뚜 산업교

육학교 프로젝트, 수양관 부지문서가 잘 해결되어 마나우스 선교지가 빨리 자립형 모델로 세워질수 있도록.  
 

4. 어려운 행정 일들과 사무책임에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지와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선교사 가정

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23년의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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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vailable at https://www.gpusa.org/m-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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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pinternational.org/gp_donation
https://www.gpusa.org/m-do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