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1 년 3 월 25 일  

      

감비아는 지금 날씨가 화창하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는 좋은 계절입니다. 학기가 시작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대로 대면 수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생 수가 분명히 줄었지만 

감사하게도 둘째 학기에 두 명의 학생이 추가 합격되어 

1 학년에 모두 8 명의 신입생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입학한 학생 중 한 명은 감비아 

성서공회 (Bible Society)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현재 40 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학과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이 감비아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입생[왼쪽]과 인터뷰 후) 

장학금. 이번 학기에도 몇몇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비아 대학교 의대에 진학중인 한 

학생과 기독교학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두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다니엘 자타는 지금 총신 신학대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처음 8 주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덕택에 다니엘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 서류를 주세네갈 

한국 대사관에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비자가 나와서 4 월 중순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졸업생 중 한 자매가 기대치 못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꽁꽁 쌓인 포장지를 풀어보니 셔츠가 있었습니다.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비아는 옷을 사지 않고 거의 만들어서 입습니다. 

시장에서 천을 산 후 옷 만드는 가게에 가서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면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지호 학교 앞에 

있는 옷 만드는 가게입니다. 아래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 

재봉사가 재봉틀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털마이트. 집에 털마이트라고 불리는 흰개미가 

가득합니다. 천장 속과 벽, 바닥에서 거의 매일 꾸불꾸불한 

터널을 만들며 올라옵니다. 털마이트가 나무로 된 천장을 

먹기 시작하더니 지호 방 천장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목수를 불러서 집을 고쳤습니다. 감비아에 살면서 

터마이트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흥분한 감비아 사람들. 일주일 전에 저희가 사는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서 세네갈 사람이 도둑질하러 

한 집에 들어갔다가 감비아 사람 한 명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네갈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수산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흥분한 온 마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수산 공장과 더 나아가 

경찰서까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사람들 

280 명이 타지역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비아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중국인들의 수산 공장을 태운 것은 감비아 

사람들 안에 중국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비아에 

들어와서 감비아의 자원들(나무들과 물고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태운 것은 정권이 

바뀐 후 나라에 범죄가 늘어나는데도 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범죄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감비아 안에 

중국인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가는 것은 중국인으로 

인식되는 한국 선교사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한인 선교사들과 저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 소식 
1.  아내 이현정 선교사는 감페스 사역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중 3 회 아침 기도모임에 가고 

회의와 기타 여러 업무를 보고 있고, 학생 리더 

훈련에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지 

언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에스더가 부활절 방학을 맞아 3 월 27 일에 세네갈에서 

돌아와서 2 주간 감비아 집에 있다가 다시 세네갈로 

돌아가게 됩니다.  

3.  지호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발생해 2 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같이 사역하는 레인 터너가 요즘 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가 많고 여러가지 

일들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레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저와 아내는 앞으로의 감비아 사역을 생각하며 

브리카마라는 마을 가까이로 이사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살만한 집을 찾는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적합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수들도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할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다니엘의 한국행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 감비아의 반중국인 정서 속에서 한인 선교사들과 저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링가. 감비아에 한국에도 알려진 모링가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잎처럼 생긴 잎사귀를 말려서 

가루로 먹거나, 씨를 하루에 몇 개씩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귀와 줄기를 넣고 닭과 함께 끓이면 

흡사 삼계탕 같은 맛이 나기도 합니다. 키우는 것도 무척 

쉬워서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고 물을 주면 금방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감비아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링가 씨와 잎사귀)  

 

 

 

 

 

 

 

 

 

 

 

 

 

결명자. 길 가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덤불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결명자가 있습니다. 감비아 사람들은 

결명자를 먹지 않는데 아내가 결명자 한 주머니를 가지고 

택시에 타니 운전사가 그것을 가지고 뭐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차로 끓여 마신다고 무척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아내에게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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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