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1 년 11 월 26 일  

글렌 교수님의 토론토 방문 

캐나다 토론토에서 글렌 테일러 교수님이 2 주 동안 

방문하셨습니다. 학생들과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며 감비아 

대학교 기독교학과 사역이 잘 성장하도록 여러 도움을 

주셨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33 년을 가르치신 글렌 

교수는 뛰어난 학자이시지만 건망증이 좀 심하십니다. 

저희 집에 오셨다가 모자와 전화기를 놓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나중에 보니 핸드폰 충전기도 두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하는 말이 

“메리안(아내)에게는 말하지 말게. 메리안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이라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유모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학생들을 저희 집에 불러서 캐나다 글로벌 스칼라스에서 

온 생활보조비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조셉 존 고메즈 

저의 제자 중 올해 4 년간의 기독교학과 공부를 모두 마친 

조셉 존 고메즈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해 왔고 지금은 한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셉은 성격이 진실하며 

학업과 사역에 매우 성실한 학생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조셉이 석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가 셋이나 

되지만 석사 공부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번 몇 주 동안 조셉의 학교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감비아에서는 수업을 다 듣고도 대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는 것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세네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보내고 공증을 받는 작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감비아의 외무부에 전화를 해서 

조셉의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외무부의 직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전화로 이런 일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조셉이 몇차례 설명을 해도 직원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조셉이 저에게 알려왔고 제가 감비아 

외무부 직원을 겨우 설득해서 한국 영사와의 전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도 감비아에서는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화를 마친 한국 영사가 조셉에게 

“당신 교수님께 꼭 감사하다고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후에 조셉은 이틀 간에 거쳐서 세네갈에 공증 

서류를 받으러 다녀왔고 총신신대원 영어 목회학 

석사과정 지원을 마쳤습니다. 조셉이 목회학 석사과정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거리 학생 

3 학년 학생 중에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한 학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학생이고 감비아의 영국국교회 

교단의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해 온 학생입니다. 이 

교단의 수장인 주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임했지만 현재 주교보다 표를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서아프리카 지역 교단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학생이 

성적에 매우 민감하고 매주 보는 성경 퀴즈를 잘 못 보면 

수업내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하며 저에게 적잖은 시험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5 년동안 이런 학생이 없었기에 스트레스가 

되지만 이 학생의 연약한 점으로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훈련하시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학생들은 수업에 즐겁에 

임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감사제목: 지난 달 기도 부탁드렸던 감비아 

선교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고비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회복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허리도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학기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학생들이 과제물과 여러 

테스트로 피곤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 남은 학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조셉 존 고메즈의 목회학 석사과정 진학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2 월 중순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4.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5. 캐나다에서 보낸 저의 책 32 박스와, 또 한국에서 보낸 

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없이 보낸 

지난 몇 개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6. 지난 1 년 넘게 대학교 근처로 이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얼마전에 대학교 근처 시골 마을 깊숙한 

곳에 이사할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월 

중에 이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7. 저희의 건강, 특히 체력이 많이 떨어진 이현정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생활 속에 주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감비아는 대통령 선거가 12 월 4 일에 있습니다. 트럭에 

사람을 실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비아 선거 운동의 열정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대학교에서 퇴근하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https://youtu.be/hEU9NPS0yhU 

https://youtu.be/6r8591Iv1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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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