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1 년 4 월 26 일  

 

부활절로 시작한 4 월, 감비아는 지금 곳곳마다 망고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감비아의 거리에 망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떠난 다니엘  

기다리던 비자를 받고 다니엘은 4 월 18 일에 한국에 

도착해 2 주간의 격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다니엘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국 

4 일 전까지 비자가 도착하지 않아 화요일 밤에 급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네갈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어렵게 비자를 수령하고 다시 감비아 강 북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요일 밤 12 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인근 

경찰서 야외 베란다의 찬 바닥에서 모기에 시달리면서 

밤을 보낸 후 아침 일찍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떠나기 전 날 저녁 늦게까지 

교단 목사 회의 등등으로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감비아를 떠나기 전 다니엘은 몇 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막상 먼 타국으로 떠나려니 많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사주고, 

격리에 필요한 비용과 신발과 마스크, 아내가 쓰던 핸드폰 

등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도와주면서 옛날 한국 기독교 

초기 한국이 많이 가난했을 때, 신학 유학을 떠났던 선배 

목사님들도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와 신발) 

 

다니엘은 한국에 도착한 후 코로나 검사를 한 후 공항 

근처 한 호텔에서 5 월 2 일까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있고, 격리 중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격리와 함께 시작하고 

있지만 격리가 끝나면 양지에 있는 총신신대원으로 가게 

되고, 후원교회인 일산스피릿 교회가 여러모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4 월 17 일 토요일 오전 3 시 감비아 공항에서  

다니엘의 형제들과 브라질 선교사와 함께) 

감비아는 라마단 중입니다.   

4 월 13 일부터 한 달 동안 감비아의 무슬렘들은 해가 

뜨면서부터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코로나로 감비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라마단이 겹치며 그나마 열던 

가게들도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라마단 동안 여성 

공무원들이 오후 2 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 해가 

진 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렘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침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독교 

초등학교에 한 명의 무슬렘 교사가 있는데 그 학교의 

95%를 차지하는 무슬렘 학생들이 2 시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려면 학교 

일정을 중단하고 모스크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이동시 안전에 대해 그 교사가 책임을 지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요구는 철회되었지만 대화 도중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무슬렘이 대부분을 이루는 

감비아 사회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여러모로 이슬람 

종교의 압박을 받습니다. 교회들이 이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혜와 동시에 담대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비아 대학교 기독교 학과의 미래를 위한 모임 

감비아 대학교의 기독교 학과의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칼라스 



 

 
 

캐나다 (GSC) 단체에서 해마다 장학금을 모아서 보내고 

있고, 저를 비롯한 외국인 교수 2 명, 현지 교수 3 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5 년 9 월에 시작된 기독교학과는 

2 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같은 대학교의 이슬람 

학과에 비해 더 안정되고 졸업생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역이 5 년, 그리고 10 년 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1 년에 두 번씩 이 모임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비아에 매우 전략적이고도 중요한 이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와 함께 해 주시는 분들도 이 사역의 

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같이 사역하는 레인 터너는 계속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퇴 나이가 넘어서면서 감비아를 

떠날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인이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저와 아내는 대학 근처 브리카마에서 집을 찾는 것이 

어려워서 당장 이사를 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 수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9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다니엘이 한국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초기 정착이 잘 

이뤄지고, 학업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하던 날 다니엘이 방문해서 학생들과 함께) 

 

 

아래 감비아 사진 몇 장 나눕니다.  

 

윤만희 선교사는 감비아의 유일한 신학 학위(B.A.) 프로그램인 

감비아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40 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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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캠퍼스 한 켠의 망고나무 

부활절 방학을 맞이해 에스더가 세네갈에서 돌아와서 

2 주간 머물며 큰 기쁨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바닷가에 물고기를 사러 갔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마단 중 저녁 5 시쯤이 되면 빵 집이 매우 바빠집니다.  

두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두 개의 성적 장학금이 모두 여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