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기도:
Wolof(월로프)와 Wolof 를 사용하는 사람들, Fulani
(뿔라니: Peuls), Soninké(쏘니케) 및 Maure(모어)는

SENEGAL

무엇보다 일꾼들이 필요한 종족들로 저희들이
사역하고자 하는 대상 종족들입니다.

LORD , O PEN
THEI R E YES

오랜 세월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6 백만명의 월로프 종족 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200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숫자는 20 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Wolof

6 million

< 0.01% believers

Fulani (Peuls) 4 million

< 0.01% believers

Soninké

400,000

< 0.01% believers

Maure

200,000

< 0.01% believers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35, 마태복음 9:38

기도합시다
•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Could the Lord be calling you to work in his
harvest field in Senegal?

그들의 영적 휘장을 제거하도록

ANNUAL DAY OF
PRAYER FOR
SENEGAL

• 이 종족을 위해 더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SUNDAY
6 JUNE 2021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고린도 전서 2:14

CONTACT US:
senfl777@gmail.com

INTRODUCTION

Talibés (딸리베: 아랍어로 ‘제자’)를 위한 기도 :
약 6 세에서 16 세 사이, 30-40 만명의 어린이들이 세네갈의 마을과 도시에서
매일 구걸을 합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신에게 공로를 얻기 위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갈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창세기 16:13, 21:19>

•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돌보시고, 시민들과 종교 지도자들,
부모와 꾸란 교사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시도록
•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과 마을뿐만 아니라‘daara’(꾸란 학교)에서도
드러나도록

잃어버린 세네갈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사막에서 거절 당하고, 도망 다니고,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은 두 번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갈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세네갈 젊은이들이 유럽으로 가는 도중 지중해에서 익사합니다. 악화되는 생활의 여건, 불분명한 미래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들을 유럽이라는 "낙원"에 가기 위해 목숨을 걸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 그들의 눈을 여사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 세네갈의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세네갈의 여인들을 위한 기도:

올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네갈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시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그들의 위로자, 목자, 생수,
그리고 영원한 생명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많은 세네갈의 여자들은 원가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의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여자들의 친정 가족들은 그녀와 아이들을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의 파탄으로 남편 없이 자녀를 먹여야 하는 많은 여인들의 삶은 극단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친히 나타나시사 요한복음 4: 1-42 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것을 알고 이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 또한 공급해 주시도록

세네갈 교회를 위한 기도:
많은 세네갈의 교회들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또 다른 종족과의 의사소통에는 월로프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증언의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
• 주님, 그들의 눈을 여사 각 종족의 언어적, 문화적 상황에 맞는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소서.
•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여사 자기 종족뿐 아니라 다른 종족을 향한 복음 전함의 열정 또한 갖게 하소서.
이사야 54 장 2 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