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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승 정다운(한결 한별 한솔) 2차 선교편지
2021년 12월
이경승 mkgeneration1@gmail.com katalk ID: kloan1
정다운 akumcss@gmail.com
katalk ID: dawoon.jeong
R. Maceio 32 Nossa Senhora das Graças Manaus-AM 69053-135

2021년 11월 09일 GP 2차 허입이 되고, 11월 16일
마나우스 선교지에 발을 디딘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임
시로 아버지께서 계신 선교관에 거주하면서 브라질 영주
권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장기 거주지, 차량, 아이들
의 현지 학교를 알아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변
화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적응하는 아이들을 보며 새
로운 하나의 감사기도가 늘어납니다. 현지 적응을 위하
여 정다운선교사와 아이들은 포어 수업을 12월13일부
터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아마존이라 아이들의 온 몸엔
모기 물린 자국들로 가득합니다. 이 또한 잘 적응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달동안 31년을 선교지에서 섬기신 이경승 선교사의
부모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아마존 선교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교회사역, 빈민촌사역과
그곳에 세워진 2개의 학교들, 강변마을사역, 병원선사역,
인디언마을사역 등. 아직 모든 사역지를 방문하진 못하
였지만 방문하는 곳마다 이경승 선교사가 자라며 추억이 꽃핀 곳이라 저희 가족에겐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씨를 뿌린 곳에 잘 자라 결실을 맺은 곳도 있고 상처와 흉터가 깊은 곳도 있습니다. 웃어야 할 곳도 있고
울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사역지를 순회하며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매일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로 인해 초라해지고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으셔서 이렇게 많은 씨를 뿌리신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더 커져가는 동
시에, 2세로써 부모님께서 이루신 사역들과 기초를 사용하여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한 영
혼들에게, 마약과 폭행으로 찌들린 빈민촌에, 가난에 허덕이는 강변마을에, 복음을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인디언부족
에까지 전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모
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경청하고, 배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같이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선물을 나누고 가정을 위해 기도
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총 11가정을 방문하여 대화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2월 첫째 주부터 같이 협력하는 브라질감리교단의 요청으로 7년전 마나우스 선교센터에 세워진 마나우스현
지교회에 협력사역자로 임명받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브라질 국가와 협력하여 세워진 무찌렁유치원과 폐허가 된 알프레도 나씨멘뚜 학교를 복구하여 마약
과 폭행으로 시달리는 마을에 절실한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주려합니다. 또한 마나우스시 외각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란두바센터를 토대로 아마존 남쪽 강변마을과 인디언부족에 복지서비스와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로 인해 2년동안
중단 되었던 병원선을 통해 아마존 동쪽 강변마을과 인디언부족에 의료서비스와 복음사역을 가동하려합니다. 마나우
스 중심지 아드리아노뽈리스에 위치한 마나우스교회, 메또지스따 무브먼트교회, 썽 조르지에 있는 중앙교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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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산층과 부유층 다음세대들을 발굴하여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계선교를 이끌어가는 선교운동이 될수 있도록
큰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수고하나, 허락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두렵고 떨릴지라도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
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동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선교 이야기
저희 가족을 환영해주는 브라질 현지목회자들과 교회들

선교지 삶에 적응하는 우리 가족들 (가정예배/QT/선교센터)

현지교회방문/설교 (알프레도 나씨멘뚜교회, 마나우스교회, 중양교회, 메또지스따 무브먼트교회, 생명샘교회)

아마존사역자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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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 조엉 두 뚜뻬 강변마을 전도 및 사회봉사

마나우스 사역자 11가정 방문 및 성탄선물전달

알프레도 나씨멘뚜 학교(보수공사필요)

마나우스감리교회 성탄절 파티

무찌렁 학교 (보수공사필요)

12월 기도제목
1. 쌍파울루 주에 위치한 브라질 총 영사관 방문을 방문하였습니다(마나우스에서 4시간반 비행). 코로나로 인해 서류
절차가 늦어지고 연말도 끼어있지만 정다운선교사와 아이들의 영주권, 그리고 2월 예정인 아이들 학교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기간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남미 첫 확진자가 나온 쌍파울로에서 온 가
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 무찌렁 학교의 지역이 너무 위험해지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주위 강도와 마약범들도 인해
위험한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담을 높여야하고 또한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공사도 필요한 상황입니
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3. 내년 2월부터 새로이 협력하는 마나우스감리교회 사역을 위해, 리더들과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룰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1년의 12월 31일
아마존에서 이경승, 정다운, 이한결(12), 이한별(7), 이한솔(5)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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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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