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및 행사 안내 (Announcements) 

1. 올랜도 반석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 welcome and bless everyone visiting Lord’s day worship of Bansok Church of Orlando. 

2. 매주 주일예배 설교는 동시통역 도움이 제공됩니다. 안내석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at your disposal for Sunday worship service. If you 
would like to make use of it, please ask for help at the information desk in the narthex. 

3.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the saints and families who are in need of health recovery. 

4. 오늘은 Mother’s Day이자, 부모님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머니들을 위해 꽃을 준비해 준 청소년부께 감사드립니다. 
Today is both Mother's day and Parent's Day. We hope that you can express 
gratitude for the love and grace of your parents. We would like to thank  
the youth group who prepared flowers for all mothers 

5. 상반기 구역모임의 성경공부 부분은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12- 13장을 함께 다루며 
마칠 예정입니다. 5/ 26은 각 구역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We will be finishing our bible study of the 1st half of the cell group meeting by 
covering 2nd Corinthians, chapter 12- 13 together next week. Please note that  
on May 26th, each cell group proceeds with their own schedules as they see fit . 

  

  

  
 
 
 
 
 
 
 
 
☞ 다음 주 애찬 도우미: 김윤확, 신성지, 전재석, 한이태 
☞ 다음 주일 예배 기도: 한동수 집사 

 

 예배/모임 안내 

 
주일 대예배 (주일) 

교회& 
Youtube 

1:00pm 
 

 주일 1부 예배  교회 11:20am 

 새벽 예배 (월-토) 
 교회  

/  ZOOM 
6:00am 

 수요 예배 (수) 교회 8: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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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후  2023년  5월  14일 통권 947, 2023- 19 

올 랜 도 반 석 교 회  
 

2023 년도 주제성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고후(2 Cor)5:7] 

Bansok Church of Orlando 
3600 Aloma Ave., Oviedo, FL 32765 

www.bansokchurch.org 

 담임목사: 서요섭 목사 (Yo Sub Seo) 
은퇴목사: 구학관 목사 (Hakan Kuh) 

 
orlandobansok@gmail.com 

Tel. 407-592-1161 



ㅋ 주 일  예 배  순 서 
Order of Service  

  
인도: 서요섭 목사 
Leader: Pastor Seo 

 
 

1:00 p.m 
 

 예배 전 찬양 
Praise before worship  다같이 

Together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Leader 

* 개회기도 
Invocation 

에베소서(Eph) 
6:1- 3 

인도자 
Leader 

* 송영 
Doxology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다같이 
Together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어버이 주일’  
72번(구) /  98번(새)  

다같이 
Together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같이 
Together 

 찬송 
Hymn 

어머니의 넓은 사랑 
304장(구) /  579장(새) 

다같이 
Together 

 어린이 설교 
Children’s Sermon 

“부모님에게 순종해요”  
에베소서(Eph) 6:1 

서요섭목사 
     Pastor Seo 

 
찬양  
Anthem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성가대 

Choir 

 합심기도 
Corporate Prayer 

5월 합심기도 
“믿음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  

다같이 
Together 

 대표기도 
Pastoral Prayer 

 박영주집사 
 Woohyoung Lee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 (Ex)  
20:12 

인도자 
Leader 

 말씀 
Sermon 

“부모를 공경할 것”   서요섭목사 
     Pastor Seo 

* 
 
찬송 
Hymn 

나의 사랑하는 책 
234장(구) /  199장(새) 

다같이 
Together 

 헌금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내게 있는 모든 것을 
71장(구) /  50장(새) 1절 

다같이 
Together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Leader 

* 찬송 
Closing Song 

사철에 봄 바람 불어잇고 
305장(구)/  559장(새) 1절&3절 

다같이 
Together 

* 축도 
Benediction 

 서요섭 목사 
    Pastor Seo 

*  표에는 일어서 주십시요.                                                           Please stand up at *  

 

 
5월 합심 기도 제목 (Prayer Requests for May)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every day)]  

1.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님 주신 믿음과 평안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That we will have the faith and peace the Lord has given us. 

2.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That we will be healthy by the grace of the Lord. 

3.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믿음의 때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That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holy spirit, will be filled with it. 

4.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족인 구역식구들, 교회 교우들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That we will pray for the saints and cell group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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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예배 (Midweek Service) (현장예배) 8:00 pm 

 수(Wed)  요한 1서 (1John) 서요섭 목사 (Pastor Seo) 

새벽예배 (Sunrise Service) (현장예배&Zoom) 6:00 am 

 월(Mon)-  토(Sat) 에스겔 (Ezek) 서요섭 목사 (Pastor Seo) 

구역예배 (Cell- Group Service) (Zoom) 7:30 pm 

 금(Fri)/주일(Sun) 고린도후서(2 Cor)12- 13장 구역인도자 (Cell Group Leaders) 
 
지난 4주 설교 주제 성경구절 

 (Main verses from Sermon past 4weeks) 

1.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Beloved, although I was very eager to write to you about our common salvation, I 
found it necessary to write appealing to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 [유다서 (Jude) 1:3]  

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But God said to Abraham, “ Be not displeased because of the boy and because of 
your slave woman. Whatever Sarah says to you, do as she tells you, for through 
Isaac shall your offspring be named. [창세기 (Gen) 21:12]  

3.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베드로전서 (1Pe) 2:9]  

4.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Let the children come to me; do not hinder them, for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마가복음 (Mk)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