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순서

7 월 합심 기도 제목 (Prayer Requests for July)

Order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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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서요섭 목사
Leader: Pastor Seo

예배팀

예배 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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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7

Together

“십계명”
Ten Commandments

Together

주기도문

말씀
Sermon

찬송
Hymn

* 헌금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일어서 주십시요.

다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 장(구) / 292 장(새)

Together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기(Ex) 14:15-16 (쉬운성경)
“은혜”
2022 년도 하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같이
서요섭 목사
Pastor Seo

남부현 안수집사
가정

다같이
Together

박영주 집사
Youngjoo Park
창세기 (Gen)
26:12-16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너 시험을 당해”
395 장(구) / 342 장(새)
70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교회소식

Closing Song

다같이

Together

인도자
Leader

서요섭 목사
Pastor Seo

다같이
Together

다같이
Together

인도자

Announcements

* 찬송

다같이

The Lord’s Prayer

대표기도
성경봉독

Leader

“성부 성자 성령께”
2 장(구) / 3 장 (새)

Pastoral Prayer
Scripture Reading

인도자

Leader

“아, 내 맘 속에”
473 장 (구) / 411 장 (새) 1,3 절

다같이
Together

서요섭 목사
Pastor Seo

Please stand up at *

1. 2022 년도 남은 절반의 시간을 통해 더욱 더 큰 믿음의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t we will grow in our faith towards the Lord further during the 2nd half of
2022.
2. 2022년도 연초에 주께 드렸던 약속들, 믿음의 결단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약속들과 결단이 있다면, 남은 시간동안 잘 지키게 해주옵소서.
That not only will we reflect upon the promises and the decisions of faith we made
to the Lor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2022 but also we will carry them out during
the rest of 2022 if the things haven’t panned out so far.
3. 2022년도 하반기 교회가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That Bansok Church will move forward under the grace and guidance of the Lord.
4. 각 교우들과 가정들을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That each saint and family will be safe and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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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예배 (Midweek Service) (현장예배)
수(Wed)

사도행전 2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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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Isa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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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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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 주 설교 주제 성경구절
(Main verses from Sermon past 4weeks)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딤전(1Tim) 2:1]
2.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and he
asked the chief official for permission not to defile himself this way. Now God
had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sympathy to Daniel, [단(Dan) 1:8-9]
3.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David asked the
men standing near him, "What wi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this Philistine
and removes this disgrace from Israel? Who is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that
he should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삼상 (1Sam) 17:26]
4.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행 (Acts) 9:15]

주후 2022 년 7 월 3 일

통권 903, 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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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the church members and families who need recovery of health
3. 여름방학과 휴가때가 되어 여러 곳으로 이동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이동 중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Many Saints are getting away during summer break and vacation. Please pray for
their safety and health.
4. 오늘은 7 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친교실에서 전교인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박영주집사님 구역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rd
Today is the first Lord’s day in July. Today’s fellowship is lined up by the 3 cell
group. We thank you to the cell group for preparing it. We genuinely wish that
everyone will have a valuable fellowship over the meal.
5 이번 주 금요일, 7/8 에 남부현 안수집사님 가정(김기령집사,윤석,현서)과
박은경 집사님 가정(정진욱집사,수호,수윤,수안)이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각 가정의 귀국과 한국에서의 정착과 계획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 ordained Deacon Boohyun Nam’s family as well as Decan Eunkyung Park’s
family will be returning to Korea this Friday, 7/8.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pray for their safe return and settlement in korea.
☞ 지난주 방문자
- 황하수&염현숙
- 최은혜&최전달
- 조효진

다음 주 주일 대표기도 순서
- 한동수 집사

2022 년도 주제성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배/모임 안내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주일 대예배 (주일)

교회&
Youtube

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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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소년부)

교회

11:00am

금요 성경공부( 청년부)

대면

8:00pm

금요 구역모임 (성인)

Zoom

8:00pm

예수서당(한글학교) (월)

Zoom

6:30pm

(요[Jn]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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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