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션(Prassion)은… 

미국 연방/주정부가 인정하는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전 세계의 지역교회, 

선교단체의 모든 성도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선교기도운동을 일으켜 

세계선교완성을 꿈꾸는 

SEED International 산하의 

독립선교기관입니다. 

 Prassion 사역 

중보기도센터 

PRAYER 

Prassion 

14637 Lee Highway #206 Centreville, Va20121 

P. O. Box 468  Centreville, VA 20122 

www.prassion.org  Phone: 703-218-8100, Fax: 703-218-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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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the world through prayer!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 중단없는 24/365 중보기도센터 

* 차세대를 위한 기도 세미나 

선교지원사역 

SUPPORT 

* 은퇴/안식년 선교관, 선교사 자녀 기숙사 

* 선교사 자녀 장학금 재단 

선교전략연구 

RESEARCH 

* 선교역사 및 전략 출판물 발간 

* 선교역사 및 문서보존 전시관 

지도자훈련 

TRAINING 

의료선교사역 

MEDICAL 

* 차세대 다민족 지도자 훈련 

* 미주, 한국 젊은이 단기 영성 훈련 

* 의료선교 네트워크 

* 선교현지 의료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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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the world through prayer! 

http://www.prassion.org/


 

 

 Announcement 
1. 프레션 열린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4 월 열린기도회 안내 

- 일시: 2018 년 4 월 30일(월) 오후 7 시  

- 장소: 올네이션스교회 

3. 메릴랜드 프레션 기도회를 3 월 23 일(금)  오후 8 시 

벧엘교회에서 은혜가운데 가졌습니다. 

4. 3 월 24 일(토) 오후 6:30 에 5 대사역팀이 올네이션스교회에서 

모였습니다. 

5. Prassion 5 대사역(기도센타, 선교지원, 선교연구, 지도자훈련, 

의료선교)의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지원 및 문의: 정승욱 

간사 jsu2000@gmail.com, 703-844-0355) 

6. 프레션 기도센터 건축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활동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문의: 조 경 이사 703-627-0773) 

7. 이원상 목사님의 전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을 

배부중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1 부당 $10 

이상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방문 선교사를 위해 숙소나 차량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요 (문의: 최준호 이사 703-461-0614) 

9. 프레션 기도운동카톡방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일 

중보기도제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문의: 

이혜연 간사 703-713- 2872). 

10. 권영복 목사님은 4 월 한달 동안 선교지(치앙마이)와 

한국(SEED 후원의 밤)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11. 한인 2 세목회자 Conference(4 월 17 일 CCPC)에 

Prassion 소개와 저녁식사를 섬길 예정입니다. 

12. 장재옥 권사님이 친교음식으로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VISION> 

Program 

PRASSION 은  “기도는 선교입니다.(Prayer is Mission)의 준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고(눅 3:21-22) 기도로 마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눅 22:42-44, 23:34,46). 

그리고 지상대명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완성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행 1:4-8). 그러므로 선교의 남은 

과제인 미전도/미접촉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프레션은 기도로 섬길 것입니다(마 24:14). 
 

 

사회:       김창규  목사 

 

1. 찬 양(7:15)     곽재경 목사 

      프레션찬양팀 

 

2. (7:35)     권영복 목사 

    프레션 기도선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눅 3:21-22)  

    프레션 삶의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마 22:37-40) 

 

3. 말씀(7:40)     장세균 선교사 

               “남은 과업을 위하여” 

              (사도행전 1:21-26) 

4. 합심기도(8:00)    

홍영기 선교사 

손윤희 간사 

정순애 간사 

이정은 간사 

이혜연 간사 

5. 헌금기도* (8:45)    명미경 간사 

6. 광고(8:50)     조차희 사무총장 

7. 찬양  (Prayer is the key)             다    같     이 

8. 축도(9:00)     권영복 목사 

 

* 헌금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프레션에 후원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Transform the world through prayer! Transform the world through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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