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순서

11 월 합심 기도 제목 (Prayer Requests for November)

Order of Service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every day)]
1:00 p.m

인도: 서요섭 목사
Leader: Pastor Seo

예배 전 찬양

예배팀

Praise before worship

Worship Team

인도자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

개회기도
Invocation

송영
Doxology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찬송
Hymn

어린이 설교
Children’s Sermon

찬양
Anthem
합심기도
Corporate Prayer

Leader

시편 (Ps)
77:12-14 (쉬운성경)

인도자
Leader

“성부 성자 성령께”
2 장(구) / 3 장 (새)

Together

“십계명”
Ten Commandments

Together

다같이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The Lord’s Prayer

Together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 장(구) / 79 장(새)

Together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Jud) 21:25 (쉬운성경)
“주가 일하시네”
“Gods at work”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다같이
서요섭 목사
Pastor Seo

유년주일학교교사

CM Teachers

다같이
Together

대표기도

고영필 집사

Pastoral Prayer

Youngpil Go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말씀
Sermon

찬송
Hymn

* 헌금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고린도전서(1Cor)
1:18, 24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2 장(구) / 268 장(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70 장(구) / 63 장(새)

교회소식

Closing Song

*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일어서 주십시요.

Leader

서기태 목사
Pastor Seo

다같이
Together

다같이
Together

인도자

Announcements

* 찬송

인도자

Leader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312 장 (구) /593 장 (새) 1,2 절

다같이
Together

서기태 목사
Pastor Seo

Please stand up at *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For us to be so grateful to the Lord with all our hearts for saving us and making
us children of God.
2. 이번 2022년 한 해동안,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For us to be so grateful to the Lord for the fact that he has protected and guided
the church community, us, and our family without major adversity
in the year 2022.
3.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불평과 불만,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For us to be able to free from complaints and concern, which can prevent us from
being thankful to the Lord.
4.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For us to be grateful to God for walking with us for good and hearing all our
prayers and supplications.

금주 예배 (Services this week): 현장예배 & Zoom
[말씀을 미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read before coming to service)]

삼일예배 (Midweek Service) (현장예배)
수(Wed)

디도서

새벽예배 (Sunrise Service) (현장예배&Zoom)
월(Mon)- 토(Sat)

에스더

구역예배 (Cell-Group Service) (Zoom)
금(Fri)/토(Sat)

연합구역예배

8:00 pm
서요섭 목사 (Pastor Seo)
6:00 am
서요섭 목사 (Pastor Seo)
7:30 pm
구역인도자 (Cell Group Leaders)

지난 4 주 설교 주제 성경구절
(Main verses from Sermon past 4weeks)
1.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from the end of the earth I call to you when my heart is faint.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시편 (Ps) 61:2]
2.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And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히브리서 (Heb) 10:22]
3.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And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keep alive for you many survivors. [창세기(Gen) 45:7]
4.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When Daniel knew that the document had
been signed, he went to his house where he had windows in his upper chamber
open toward Jerusalem. He got down on his knees[다니엘(Dan)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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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924, 2022-47

광고 및 행사 안내 (Announcements)
1. 본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We welcome everyone visiting our church today. We hope that you will have a blessed
LORD’s Day, enjoying a true Sabbath rest in the Lord.

올랜도반석교회

2.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the saints and families who are in need of health recovery.
3.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서기태 목사님(선일감리교회 원로목사)께 감사드립니다.
We really appreciate Senior Pastor Kitae Seo's sermon today.

4. 내일부터 주중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중에 있는 새벽예배(월-토,오전 6 시)와
수요예배(수,저녁 8 시)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We are going to resume all the services (early morning, mid-week) tomorrow, Nov 28,
Monday. Please be mindful of services.

5. 이번 주 금요구역모임은 12/2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줌(Zoom)을 통하여
연합구역예배로 모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We are going to do a joint cell group meeting on 12/2 Friday via Zoom. Please note
that there is a link on the site where you could access.

☞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 순서
오성근 안수집사

예배/모임 안내
주일 대예배 (주일)

교회&
Youtube

1:00pm
11:30am

2022 년도 주제성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요[Jn] 11:40)

주일 1 부예배 (교사)

교회

새벽 예배 (월-토)

교회
/ ZOOM

6:00am

Bansok Church of Orlando

수요 예배 (수)

교회

8:00pm

3600 Aloma Ave., Oviedo, FL 32765
www.bansokchurch.org

주일 성경공부(어린이)

교회

1:00pm

주일성경공부 (청소년부)

교회

11:00am

금요 성경공부( 청년부)

대면

8:00pm

금요 구역모임 (성인)

대면/Zoom

8:00pm

예수서당(한글학교)(주일)

교회

각 반 스케줄

담임목사: 서요섭 목사 (Yo Sub Seo)
은퇴목사: 구학관 목사 (Hakan Kuh)
orlandobansok@gmail.com
Tel. 407-592-1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