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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계절! 나의 소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과 후원 성도들께 브라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5번째 정착은 제가 살아온 중에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가장 어려운 시

간을 보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려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
심에 놀라움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정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
은 일들과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서 편
지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과 가구 등을 잘 마련하였고, 아내와 
아이들도 2월 17일에 브라질에 잘 도착
하였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알아보
았지만, 저흰 상파울시에 정착하게 되었
습니다. 이렇게 상파울에 정착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브라질에 도착하고 2주 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 전반기 혹은 1년 정도는 학교에 다니
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
님의 간섭하심으로 무사히 학업을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
라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



지만, 인플레이션 현상의 지속으로 물가가 4년 전보다 2.5배는 높아진 듯합니다. 때
문인지 많은 목회자와 한인들이 브라질을 떠나 5만명이던 한인은 이제 15000명 남짓
이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6~7 곳의 교회가 담당 교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는 목회자가 없는 한인교회 두 곳에서 설교로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
다.

이제 정착에 남은 부분은 아내와 태연이와 저의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일이 5월 25
일에 있으며 이후 브라질 운전면허증 취득, 차량 구매의 일들이 남았습니다. 차량구매
는 여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소 영주권을 신청한 번호가 있어야 된다
고 하여서 아직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부탁 드리는 것은, 
첫째. 브라질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현지인들도 변호사에게 맡길 정도로 유독 

어렵습니다. 영주권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서류준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둘째.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주택비, 학비, 공과금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집과 학교가 상파울로 시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곳이지만 지금의 재정으로는 벅
차다 느껴집니다. 또한 영주권과 비자연장 관련에 드는 비용과 영주권 신청에 소요되
는 재정도 잘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가족이 포르투갈어를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와 브라질 환경과 문화적응을 위해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넷째.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으실지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이들이 하나
님 안에서 잘 자라며, 가족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과 만남들에 지혜가 있으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
다. 

브라질 땅에서 정민규/정수정 선교사(소연/창연/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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