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0 년 12 월 23 일       

조그만 돌봄이 만드는 큰 차이들 

집에서 키우는 개, 둘리가 옆구리를 심하게 긁어댔습니다. 

지호가 둘리에게 망고벌레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살펴보니 지호 말이 맞았습니다. 망고파리가 낳은 알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둘리의 옆구리를 짜니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리 부분에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망고벌레 약을 사서 

먹였더니 며칠이 지나서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감비아에 

살면서 이런 일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조그만 돌봄이 그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2 주 전 주일에 캄부제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켐부제는 감비아 대학교가 있는 브리카마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 마을 깊은 곳에 있는 

이 예배당은 한인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깨끗하지만 가구라고는 조그만 나무 강대상 밖에 없는 

예배당에는 아주 소수의 어른과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주 어린 사내 아이의 눈이 

너무나 크고 맑아서 참 귀엽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보니 아내가 그 아이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살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에 있는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여분의 약을 엄마에게 주고 왔습니다. 조그만 

돌봄이 필요한 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한켠에 있는 우물) 

어느덧 한 해의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당황시킨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나눈 시간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저희가 받은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키우자 

감비아에서 어느덧 4 년, 8 학기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지금 감비아에 대해 느끼는 바는 처음 왔을 때와 사뭇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던 이 작은 나라 감비아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에서 

느꼈던 신기함과 흥분도 일상의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그 사회를 붙잡고 있는 

세계관은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 느끼는 것은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무적인 것은 감비아의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선교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자. 사람들을 

키워내자!”  

다니엘 자타는 기독교학과 4 년을 

마치고 내년 2 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인 다니엘은 

매우 헌신된 청년입니다. 앞으로 

감비아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다니엘에게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있는 곳을 찾다가 한국의 한 신학교의 

영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뷰까지 마치고 

잠정 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다니엘을 

후원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회들이 

예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명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사는 제임스 

카주인데, 제임스는 대학을 가기 위해 저와 수학을 공부한 

지 1 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 월에 수학 시험을 

보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제임스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전에 돌아가시고 그후에 살길이 막막해진 이 가정이 

저희 집에 들어와 생활한지 2 년째인데 저희가 주는 

생활비가 이 집의 수입의 대부분입니다. 엄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제임스의 여동생 둘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대학에 가면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긴 여정이겠지만 이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계속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세네갈에서 돌아왔습니다.  

세네갈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을 통과하는데 직원이 

에스더에게 세네갈 비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세네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선교사 자녀들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다운타운에 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비행기 출발이 1 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 10,000 세파(미화 20 불 

정도)를 주면 그냥 가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안 

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당황하지 

않고 그럼 경찰을 부르라고 했는데 그러자 이민국 직원이 

조금 있더니 그냥 통과하게 해 주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담대하게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는 3 주간 

감비아에 머무르면서 대학 지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한 학기 수업을 잘 마쳐서 감사드립니다. 학사일정이 

미뤄져서 잠깐 쉬고 1 월에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2. 다니엘 자타가 한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아내 이현정 선교사의 어머니가 폐암 1 기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하시고 회복중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에스더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윤만희 선교사는 감비아의 유일한 신학 학위(B.A.) 프로그램인 

감비아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현정 선교사와 에스더, 지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만희 선교사의 Global Scholars Canada 페이지: 

http://www.globalscholarscanada.ca/about/gsc-scholars/manhee-
yoon/ 

Email: manheeyoon@gmail.com, 카톡 ID: manhyoon 

 

 

 

               사진 몇 장 나눕니다.  

 

 

 

 

 

 

 

 

 

 

http://www.globalscholarscanada.ca/about/gsc-scholars/manhee-yoon/
http://www.globalscholarscanada.ca/about/gsc-scholars/manhee-yoon/
mailto:manheeyoon@gmail.com


 

 
 

성경학교 Servant of the Word(SOW) 졸업식에서 

 

제 학생 중 한명인 죠수아 멘디가 대학교 진학 전에 이 곳 

성경학교 1 년 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순서중 갑자기 앞으로 초대되어 축하의 말을 

전하고 감비아 대학교의 기독교학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나이트 

 

제가 다니는 감비아 복음교회의 지교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롤 나이트를 12 월 11 일에 가졌습니다.  

앞에서 사회를 보는 다니엘 자타 목사. 

교회 마당 한 가운데 모닥불 

각 교회마다 앞에 나가서 캐롤 찬양을 불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