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1 년 6 월 25 일  

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5 월 31 일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언젠가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닥치니 어리둥절하고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저와 제 가족을 항상 

그리워하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신 아버지는 

가족 모두에게 영적, 정신적인 지주이셨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큰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은 남은 삶을 살아가고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에 

저희 가족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적어 놓으신 글을 나눕니다.  

  

아내의 3 년간의 감페스 사역 마무리 

이현정 선교사는 지난 3 년간 감당했던 대학생 선교단체 

감페스의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했고, 대학교를 갓 졸업한 앳된 후임 자매 간사에게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감비아의 사람들과 사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 년간 활동비로 

받아 모아 둔 5 만 달러시(미화 1,000 불 정도)는 재정이 

힘든 감페스의 사역을 위해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여름동안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부터 

한 유치원에서 봉사를 하며 아동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와 지호의 학교 마무리 

에스더 졸업식이 6 월 10 일 세네갈 다카르 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버스 티켓이 매진되는 바람에 급하게 

비행기로 계획을 변경해 세네갈로 향했습니다. 세네갈에서 

돌아오는 버스는 아침에 터미널에 도착하고 나서야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감비아 

국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네갈에서 택시를 타고 

감비아 국경으로 오는 6 시간은 스릴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왕복 2 차선 국도에서 시속 

130km 로 달리며 연신 다른 차들을 추월하는 운전사에게 

천천히 달리라고 로컬 언어와 말도 안 되는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그의 알겠다는 대답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감비아 국경에 도착한 후 뿌듯한 

얼굴로 작별 인사를 하는 택시 운전사에게 저희는 

얼떨떨한 웃음으로 답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감비아와 세네갈에서의 4 년간의 추억을 가지고 

토론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토론토에서는 대학교 근처의 방을 하나 빌려 자취를 하게 

됩니다. 지호도 감비아에서의 4 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8 월부터 누나가 다녔던 세네갈 

고등학교에 가서 3 년간의 고등학교 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 적응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보라를 지원하기로 함  

제가 다니는 교회에 21 살된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눈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서 

여러차례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데보라에 대해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1 년 동안 비행기 

표를 사주고 인근 나라 시에라리온에 데려가서 무상으로 

헤어 기술과 뷰티 케어 기술을 가르친 후 감비아에 와서 

회사에 취직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것이 아프리카에 흔한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데보라를 만류했습니다. 다행히 

데보라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을 듣고 감비아에 남기로 

했습니다. 대신 감비아에서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8 개월간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경비를 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데보라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교회 일도 잘 참여하고 

아픈 아버지를 잘 모시는 자매입니다. 감비아에서 기술을 

잘 익히고 직업을 찾아서 큰 딸로 어려운 가정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과 교수 중 한 명이 감리교 주교로 선출되다. 

기독교학과 교수가 5 명이 있습니다. 전임 교수가 3 명인데 

미국 선교사 레인 터너, 감비아 목사님 바니 망가(Bannie 

Manga)와 저입니다. 그리고 2 명은 겸임 교수로 1-

2 과목씩 가르치는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이 중 전임 

교수로 있는 바니 망가 목사님이 이번에 감비아 감리교 

교회의 주교(Bishop)로 선출되었습니다. 감비아 출신으로, 

영국에서 1 년간의 석사 학위를 하고 온 후 감비아 

칼리지와 감비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 온 젊은 

목사입니다. 감비아 감리교는 감비아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인 감비아 기독교 회의(GCC)의 주 교단 

중 하나입니다. 저희 기독교학과로서는 교수가 감비아 

기독교의 최고 수장 중 하나로 세워진 것에 매우 기뻐하고 

동시에 이 일이 기독교학과에도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교로 정식 임명이 되면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감비아 교회에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25 일로 한학기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했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면서 쉽지 않은 한 학기였지만 잘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7 월 중에 감비아 대학교 입학 전형이 있습니다. 지난 

2 년 동안 코로나로 기독교학과 입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 10 명 이상의 좋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7 월 초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7/7~8/13)합니다. 에스더의 토론토 정착을 돕고, 

토론토에 있는 저의 책과 짐을 싸고, 차를 한 대 

구입한 후 모두 함께 컨테이너로 보내는 일을 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등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3 년 만에 

감비아를 떠나게 되었는데, 기분 전환과 쉼, 영적/ 

정서적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8 월 중순에는 한국에 잠깐 가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고, 아버지 소천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8 월 20 일 정도부터 9 월 15 일 정도까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편지는 7 월 한 달 쉬고 8 월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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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