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0 년 1 월 27 일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감비아의 현대통령이 

약속했던 3 년의 임기를 채우고 내려오라는 시위대의 

시위가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진행되었다가 최소한 

3 명의 시민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 월 26 일). 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앞으로 시위는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멈추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날 마침 제가 교회에서 신명기 17 장 14–20 절을 

가지고 지도자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과 

한 몇 분 후에 영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하니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지금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20 분 정도만 늦게 교회를 떠났어도 길에서 시위 

현장에 붙잡힐 뻔 했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시위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비아 대학교 일정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됩니다. 감비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까지 감비아에서의 1 월이 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사랑하는 딸 에스더를 다시 한번 세네갈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기도를 부탁드렸던 저의 

동료인 레인 터너가 우리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워낙 

은둔형의 사람이라 세네갈 가는데 같이 갈거냐고 물었더니 

같이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2 박 3 일동안 매우 

즐거워했고 기분 전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맨우편이 

레인 터너) 

 

 

 

 

 

(과거 노예 

무역으로 

유명한 

세네갈 

다카르의 

섬 고레) 

 

저는 1 월에 학생들 기말고사를 채점하고,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C.S. Lewis 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The Great Divorce)”과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을 재밌게 읽었고 지적이고 영적인 

도전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섬기고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 감페스의 간사 

수련회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2 일간의 기도 수련회였고, 

한국에서 온 후원의 손길로 좋은 숙소와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간사들이 모처럼 여유있고 감사한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1-2 주 정도 하고 

학교에서 가는 아웃리치(전도여행)를 2 박 3 일 

다녀왔습니다. 세네갈의 외진 시골 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치료 사역등을 했는데, 에스더는 기도팀으로 가서 기도를 

하며 할머니와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는 간증을 전해주었습니다.  

 

 

(전도여행: 

아프리카를 

달리는 지프차들) 

 

  

 



 

 
 

감비아의 첫 방문자 

제작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LG 신우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만난 김진국 형제님이 서아프리카 

LG 지부장으로 아이보리 코스트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오시면서 저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들 중 하나로 

감비아를 정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짧지만 즐겁고 매우 

감사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사역지에 오신 첫 

방문자가 되셨습니다.  

 

학생의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오며.  

이번에 졸업하는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카톨릭 

예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사 후 장지에 갔는데 조그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리 파 놓은 무덤보다 관이 커서 

중간에 관이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관 

뚜껑까지 열고 내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안타까워 여학생과 함께 차라리 발걸음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카톨릭 

장례예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감비아의 카톨릭에는 여러 

미신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우연히 

만난 감비아 대학교의 한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장례식이 

있는 다음날 집에서 모여 동물 제사(sacrifice)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제사를 하냐고 하니까 죽은 사람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 제물을 받고 산 사람들의 

소식들을 죽은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만연한 미신이 카톨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건전하고 바른 신학을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첫 졸업식과 기독교학과 행사 

1 월은 졸업식 준비로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감비아 

대학교에 기독교학과가 시작되고 첫 졸업식이기 때문에 

감비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독교학과를 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월 26 일로 예정되었던 졸업식이 2 월 1 일로, 

그리고 또 다시 2 월 8 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계속 미룰수가 없어서 2 월 2 일에 약 60 명의 

손님들(교수들, 학생들, 감비아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식사를 어우른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교제와 아울러 기독교학과가 더 알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소식 

1 월 25 일 구정에 미국에서 감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의 박사논문이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사실 논문을 

출판한다는 생각은 감비아에 오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문득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출판사에 

출판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8 주 후에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4-5 개월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1 월에 책이 나왔습니다. 저의 책 출판이 감비아 저의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책은 열왕기상 

11–14 장에 있는 

여로보암의 이야기 

중 특히 13 장을 

해석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도출한 

것입니다.  

 

 

 

출판사 웹싸이트 

링크를 올립니다 

(https://wipfandstock.com/the-fate-of-the-man-of-god-from-

judah.html).  

https://wipfandstock.com/the-fate-of-the-man-of-god-from-judah.html
https://wipfandstock.com/the-fate-of-the-man-of-god-from-judah.html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제목 

1. 지난 달에 동료교수 레인 터너가 패닉 어택과 우울증 

증상을 겪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드워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안에서 서 있습니다.  

간구제목 

3. 현대통령이 임직 시에 약속했던 3 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1 월 26 일 시위 중 3 명이 사망하면서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감비아의 평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감비아 헌법 개정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헌법 개정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2 월 2 일에 있을 기독교학과 졸업 감사 연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0 명 정도의 손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독교학과를 알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참석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아들 지호(중 2)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호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부모로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저의 오른손 팔목을 굽힐 때 바깥쪽이 기형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 월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은 manheeyoon@gmail.com 이고, 제 카톡 ID 는 

manhyoon 입니다.  

 

샬롬!  

mailto:manheey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