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GO 복음전도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전할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19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그
리스도 없이 사는 영원한 삶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
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GO MOVEMENT

2012년부터 세계 전도의 날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
눌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점점 많은 교회와 선교단
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GO 복음전도운동
과 함께 세계 전도의 날이 세계 전도의 달로 확장되
었습니다. ‘GO10년’ 캠페인을 통해 2030년까지 10
년간 열방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
록 힘써 전도할 것입니다. GO 캠페인에 초청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GO 복음전도운동

전도 참여자 수 : 1억 5천 2백만 명
복음을 들은 사람 수 : 14억 명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회심자수 :
840만 명

2022

전 세계 수백만의 성도들을 다음의 프로그램에 초청합
니다.

GO 훈련
훈련의 날. 4월 마지막주 토
요일
GO 기도
기도의 달에 동참해주세요,
www.GoPray.world

5월 첫째주 주말, 수백만 명의 성도가 다함께 기도합시
다. 2022년 5월, 다양한 전도활동에 참여해 복음을 전
해주세요.
www.GoMonth.world

2022년 5월 28일은 GO 복음전도운동의 날입니다. 최
소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www.GoDay.world

GO 10년 캠페인 – 기도 – 전도 – 제자양육

GO 10년 캠페인의 목표는 전도를 강화하고 2030년까
지 지구상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우리 함께 전 세계 복음전도에 참여합시다!
www.GoDecade.world
#GO 전도의날 + 기도&전도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도의 날 입니
다. 마지막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기도와 전도의 날 입
니다.
www.GoMovement.world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 복음전도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모든 교회

거리와 공원으로 나가 전도합시다. 온라인에
서, 가정과 가정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온라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훈련에 필요한 자료도
다운받으세요.

www.GoMovement.world

간증

개인 SNS에 #gomovement 해시태그
와 함께 간증을 나누세요

모든 성도들

내 주변의 친구, 이웃, 동료, 그리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십시오.

GO 복음전도운동은 사람들
로 하여금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좋은 방법
입니다! / 스티브 더글라스
C.C.C. 명예회장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복음
의 증인으로 설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상
상해 보세요. / 월너 내치티갈
GO 복음전도운동 회장

파트너들

GO 전도운동은 많은 파트너들
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GO 복음전도운동 | info@gomovement.world | www.GoMovement.world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