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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전도집회/세미나 책임강사: 조 영 장로 

 

ANC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전도사역 담당과 훈련강사로 지난 15 년간 섬겨오는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으로 2005 년부터는 초교파적인 전도사역을 위해 GO!전도사역원을 설립하고  

미국과 멕시코 전지역의 한인교회, 멕시코 현지교회와 신학교에서 2 박 3 일의 GO!전도집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교민들과, 영어권, 스페니쉬권등 수많은 잃어버린 다인종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시는 심정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훈련하고 도전하고 있으며 전세계 

디아스포라성도들이 현지언어로 번역된 GO!전도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GO!전도지는  

현지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수고로 이미 43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인쇄 1 천만권을 돌파했으며 

세계의 수많은 GO!전도자들을 통해 이미 수백만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진군은 계속 될 것입니다. 
 

ANC 온누리교회 전도사역장로 15 년 역임, GO! 전도집회 책임강사, GO! 전도사역원장 

► 미주한인교회에 이 시대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강력한 2 박 3 일의 GO!전도집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전하고 훈련하며 전도자로 살도록 결단의 삶을 촉구합니다. 

► 조 영 장로는 미국 전국의 수많은 도시의 노상에서 5 만명 이상의 다인종 영혼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고 이 시대에 미주한인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혼구원의 사명과 
특권, 축복을 모든 성도가 같이 누려야 한다는 확신으로 셩령께서 체험케 하셨던 놀라운 감동적인 간증들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간곡하게 분부하시고 유언하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훈련합니다. 
 

►  GO!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추천도서,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 직접 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체험한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모든 미주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님과 숚갂숚갂 동역하는 쉽고 강력한  

 ‘GO 전도’로 훈련하고 도전하는 조̀ 영 장로의 체험 현장 이야기 

 

 
► GO!전도지: 43 개의 언어로 이미 1 천 만권 이상이 인쇄되어 www.GospelTracts.org/ 을 통해 주문하는 각 현지 언어의  

 GO!전도지가 전 세계의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우송되고 있으며 지난 수년동안 전세계  수많은  지역의  잃어버린  

수백만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 GO!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하는 ANC 온누리교회 전도자들에 의해 10 여년전 LA Downtown 노상에서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 시대 미주한인교회의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강력한 새로운 전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 조 영 장로는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미국침례교회에서 전도훈련을 받고 전도사역팀을 수년갂 섬기는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과  애타는 심정을 품게 되면서 복음증거를 향한 뜨거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미주한인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전세계 모든 종족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복음의 황금어장’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가 영혼의 추수꾼으로 살도록 훈련하고 도전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롬 8:17,18)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도전하고  촉구합니다. 

► GO!전도집회/세미나를 통해 훈련받고 도전받은 수많은 미주한인교회의 성도들이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뚸어넘어 

기쁨과  감사와 사명감으로 담대하게 다인종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 하십니다. 

►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잃어버린 다인종 영혼들에게 기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절호의 기회이며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 전 세계 180 여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800 여만의 한국동포들중에 주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전도자들이 

현지 언어로 번역된 GO!전도지로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계 여러지역의  현지 언어  GO! 전도지의 

번역과  출판 작업, 그리고 전세계의 선교지로 우송하는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짂행 될 것입니다. 

► 조 영 장로 저서:  GO!전도책,‚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 

 GO!전도지:  43 개의 현지언어로 이미 1 천 만권이 인쇄되어 전세계의 전도자들에게 우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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