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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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의 캐나다 정착을 잘 마쳤습니다. 비행기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 돌아오는 비행기에 있는 듯 토론토의 

시간이 꿈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꿈이었다면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눈부신 토론토의 여름과 많은 분들의 

격려가 적잖은 힘이 되었고 동시에 좋은 사역자가 되라는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토론토에서 에스더와) 

에스더는 토론토 다운타운의 서쪽에 위치한 120 년 된 

집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폭이 80cm 정도 되는 ‘니은자’ 계단을 오른 후 좁은 

복도를 걸으면 왼쪽으로 있는 방입니다. 침대와 책상, 

책장, 소형 냉장고가 방의 대부분을 채우지만 작은만큼 

안락함을 주는 방입니다.  

한달여 만에 도착한 감비아는 비를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여 집에 온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공항과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감비아에 왔음을 더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세네갈로 향해 지호를 선교사 자녀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15 명의 중고등학생이 생활을 

하게 되는 남자 기숙사에서 지호는 두 명의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날을 지낸 후 만나러 갔더니 

밤새 모기에 물린 자국이 온 몸에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돌보는 기숙사 부모에게 말을 해서 모기약을 

뿌렸다고 하니 나아질 것입니다. “지호야, 이제 세네갈에서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살면 사는거지” 

라는 덤덤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큰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기숙사 방에서 지호와) 

세네갈에서 이틀을 지낸 후 한국에 왔습니다. 모국에 오니 

좋고 발전된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처갓집인 

김포와 저의 어머니가 계시는 구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얼마전에 홀로 되신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고, 장인, 

장모님을 뵙고, 건강검진을 하고, 남은 시간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높다보니 많은 분들을 만나기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동안 많은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이번에 공부를 마친 아자메라는 

형제에게서 메시지가 왔네요. 학업을 마친데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있습니다. 번역을 함께 올립니다.    

“Good evening Dr, it’s been a while. I hope this massage 

finds you in a good condition with your family. I write to 

inform you I have successfully finished my studies this 

concluded semester. Dr, I give God the glory for keeping 

me through throughout my studies. And also my 

appreciation to you and Dr Turner for standing there for 

me during my studies.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cannot be over emphasised. You filled a vacuum in my 

life and that can never be erased in my life. You people 



 

 
 

served as an inspiration to me. I'm hugely impacted by 

your excellence in the ways of God and also your 

intellectual stuff, you inspired me a lot. I'm grateful and 

thankful. I pray that heaven shall be your reward. Not 

forgetting those behind with financial support that 

allowed or enabled me acquired knowledge of God in 

the course of studies. The Lord shall bless them mightily. 

Heaven shall be their reward too. I'm definitely 

honoured and will pass the privilege that came through 

your hands. Much thanks Dr. God bless you.”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로 저의 모든 공부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알려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교수님, 저의 학업하는 

동안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터너 교수님께도 학업하는 동안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지원과 

격려는 아무리 말해도 과장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교수님의 탁월함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천국이 교수님의 상급이 되길 기도합니다. 학업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분들도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 그들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교수님의 손을 통해 온 특권을 전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독교학과에 좋은 신입생들이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두 해 동안 코로나로 신입생 숫자가 

적었었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에스더와 지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잘 시작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한국에서의 1 달간의 일정이 좋은 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저와 아내가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하게 감비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거리) 

 

 

 

 

 

 

 

 

 

 

 

윤만희 선교사는 감비아의 유일한 신학 학위(B.A.) 프로그램인 

감비아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4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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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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