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2 년 5 월 30 일  

감비아에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일찍 내렸습니다. 5 월 27 일 

금요일, 대학교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가 지붕과 나무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어 푸르름을 회복시켰습니다. 비 온 후 땅 

속에 있던 벌레들이 나와 기어 다니고 하얀 개미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우기가 되자 무척 

습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구슬땀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켐부제 교회에 온 지 5 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젊은 

사역자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전에 사역을 해 본 경험이 

없이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설교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격려를 

하며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감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3 학년인데 그 공부가 마치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학과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켐부제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씀 교육이 부족하고 말씀이 교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보입니다. 교회를 여러 개 세우는 

것과 아울러 한 교회를 잘 세워 일꾼을 길러내는 것도 

무척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을 잘 키워내면 5 년 후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며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고 

최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런 설교가 익숙하지 않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정 선교사는 예배 전에 따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켐부제 교회가 말씀 위에 

놓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를 가르치면서 

처음에 네 명으로 시작한 문맹 퇴치 수업(literacy class)이 

다섯 명이 되더니 지금은 두 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두 번씩 꾸준히 수업을 참석하는 것이 

웬만한 열정이 아니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두 명의 

아주머니들의 꾸준함과 열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둘은 앞으로 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생 읽어본 적이 없는 글을 가르치는 데 이 과정에 많은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꼬박 3 개월이 되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까지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새삼 느끼며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7 개월만에 온 선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사는 대학시절 교회 친구를 통해 중고 

노트북과 핸드폰이 도착했습니다. 친구의 딸인 이로운 양과 

7 명의 학생들이 시작한 Gather for Gambia 프로젝트를 통해 

슈가로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기증해 준 5 대의 중고 

노트북과 5 개의 중고 핸드폰이 감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10 월에 보낸 박스가 7 개월이 걸려서 감비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중간에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이렇게 감비아에 

도착한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노트북과 핸드폰을 



 

 
 

동료 교수와 학생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비아 밖에서는 

조금 오래되어 잘 쓰지 않는 

것들도 감비아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 선교사가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아이를 셋 둔 영국 선교사 부부가 지난 4 년간의 사역을 

마감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성경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부단히 수고하며 사역해왔습니다. 

시골 지역 깊숙한 곳에 흙 집을 지어 살았는데 나중에는 

외부와 너무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상당히 

고전하였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서 남편인 Nick 은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한 도시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감비아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에게서 가구들을 받았습니다. 켐부제로 이사 온 후에 

제대로 된 가구 없이 종이 

박스에 짐을 그대로 둔 채 

지내왔는데 새로운 가구가 

생겨 너무 기쁩니다.  

 

 

 

감사와 기도제목 

1. 감사: 저의 딸 에스더가 토론토에서 대학 1 년을 마치고 

감비아에 돌아왔습니다. 감비아에 3 개월 머무르면서 

WAM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봉사하다가 8 월 초에 돌아갑니다. 에스더가 다니는 

토론토 대학교는 인문계열은 1 학년 때 학부로 입학하고 

2 학년부터 전공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Peace, Conflict, 

and Justice 라는 전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전공에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 기독교학과 수업에 강의실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지난 달에 전했었습니다. 낡은 채플실에서 

강의를 하다가 저의 교수실로 옮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10 명 미만이어서 가능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교수실에는 (들락날락하지만) 전기가 

있어서 프로젝터도 사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그만 공간에서 더 집중하여 수업을 

하게 된 것 같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6 월까지 수업 잘 진행되고 

학기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켐부제 교회와 유치원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이현정 선교사에게 성령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 사역자와 유치원 

교사 월급 및 건물 운영비를 전적으로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다운스뷰 교회에서 지원이 와서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정적 여력이 생기는 대로 학교와 교회에 페인트를 

칠하고 우물에 펌프를 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감비아의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해졌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수십차례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선풍기가 없으면 무척 힘듭니다^^. 

건강과 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와 사랑에 항상 큰 감사드립니다.  

 

[토론토 성산교회 권미조 사모님과 주일학교 학부모들, 

그리고 권문주 집사님이 켐부제 유치원 사역을 위해 

보내주신 학용품들입니다. 사랑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교회 마당 한켠에 사는 어린이 케바의 머리입니다. 머리 

온 곳에 피부염이 가득하고 목을 만져보니 임파선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체크하고 아내가 매일 머리에 

약을 바르며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놀고 

물이 깨끗하지 않다보니 이런 피부염이 많습니다.]  

 

 

 

윤만희 선교사는 감비아의 유일한 신학 학위(B.A.) 프로그램인 감비아 

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40 여명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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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