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인도: 조진모 목사

예배

 찬    양 Praise                                    찬양팀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기    도 Prayer                                 정규병 장로

 헌    금 Offering                                     다같이

 헌금기도와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Eph. 4:7~12        인도자

 찬    양 Praise                                 시온찬양대

 설    교 Message     “교회는 하나님의 꿈”      조진모 목사
   “The Church: God's Dream"

 찬    송 Hymn          210(구 24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은 목사

기념식

 50주년 기념 영상 Anniversary Video Presentation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Next 50 years 
 필라델피아시 축하장 증정 Resolution from the City of Philadelphia

 장학금 증정 Scholarship Presentation

 헌신기도 Dedicatory Prayer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50년 약사

1968. 9. 15 50여명을 포함한 122명이 필라델피아 태버나클교회에 
모여 드림. 

             초대 담임 구영환 목사 (1971년 8월까지 3년간 시무)
1969. 8.    청년회 창립
1972. 2.    2대 담임 고인호 목사 취임 (9년간 시무)   
1973. 9.    여전도회 창립
1975. 8.    제 1 회 산상수련회 (강사/ 이선영 목사)
1975. 3.    미국연합장로교단(PCUSA)에 가입 (1980년 5월 탈퇴) 
1980. 12.   미국장로교단(PCA)에 가입
1981. 3. 29. 현재의 예배당을 구입하여 입당예배 드림
1982. 1.    3대 담임 림택권 목사 취임 (1998년 9월까지 17년간 시무)
1982. 4.    수요예배 드리기 시작
1982. 6.    에녹회 창립(2000년에 모세 남전도회와 나오미 여전도회로 나뉨)
1983. 1.    남전도회 창립
1983. 3.    한인성서연구원(KITE) 부설기관으로 개원
1983. 7.    첫 여름성경학교 개교 (78명 수업)
1984. 1.    집사회 발족
1984. 5.    한글 및 한국문화교육 시작 (1992년 토요한국학교로 개교)
1985. 3.    Newsletter 제 1호 발행 (연합지의 전신)
1986. 1.    영어예배 시작 (Ken Wendland 강도사 취임, 7년간 사역)
1986. 6.    첫 단기선교 (케냐 맛사이 부족)
1987. 7.    주일 장년예배를 2부로 나누어 드림. 호산나 찬양대 발족
1987. 9.    청년부부회 발족
1989. 11.   스킬튼 재단과 협력하여 터키 바스켓 사역 시작
1990. 1.    한국어 중고등부 시작
1991. 2.    주일 장년예배를 3부로 나누어 드림
1992. 4.    김성은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00년 12월까지 사역)
1993. 1.    매일 새벽기도회 시작
1993. 12.   주일 장년예배를 5부로 나누어 드림
1995. 11.   김성민 목사 교육 부목사로 부임 (1999년 4월까지 사역)
1997. 1.    5부 예배를 연합채플로 명명. 베다니 찬양대 발족
1997. 5.    AWANA 프로그램 시작
1997. 6.    명치호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02년 2월까지 사역)
1997. 9.    교회 27년사 발간
1997. 10.   김건용, 조은영 선교사 가정 멕시코로 파송(본교회 첫 파송선교사) 
1998. 4.    Michael & Pearl Oh 선교사 가정 일본으로 파송 
1998. 5.    30주년 기념 총동원주일 체육대회 개최
1998. 9.    김동권 선교사 가정 카작스탄으로 파송
1999. 7.    4대 담임 김승욱 목사 취임 (2004년 6월까지 5년간 사역)
2000. 2.    David & Cindy Hallett 선교사 가정 중국으로 파송 
2000. 4.    첫 번째 은사사역 Fair 실시



2000. 5.    John Park 선교사 중동으로 파송
2000. 6.    사랑부 사역 시작
2000. 8.   Old York Road 대지 구입 (2002년 주차장 포장공사 완공)
2000. 11.   Jeannie Lee선교사 YWAM 으로 파송 
2001. 2.   북한 진남포 결핵요양소 지원 시작 
2002. 5.   연합경로학교 개교 (2009년 연합열린학교로 개명)
2003. 3.   심영석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3년 3월까지 사역)
2004. 4.   한경숙 전도사 사랑부 전담사역 시작(2013년 9월까지 사역)
2005. 5.   5대 담임 김재성 목사 취임 (2011년 3월까지 6년간 사역)
2006. 1.   , 김평강 선교사 가정 도미니카로 파송 (2007년 12월까지 사역)
2006. 4.   정광호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09년 7월까지 사역)
2006. 9.   선석우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4년 12월까지 사역)
2006. 9.   Robert Kim목사 GCF 전담목사로 부임(2009년 11월까지 사역)
2006. 11.  제 1회 새생명 초청잔치 
2006. 12.  교회내규 제정
2007. 1.   장년예배를 4부로 나누어 드림 (5부 연합채플을 3부 예배에 병합)
2007. 1.   영어회중 Grace Point Church (GPC)로 명칭 변경. 노회에 

독립 개척교회 신청
2007. 10.  김정필, 정은미 선교사 가정을 코스타리카에 파송
2008. 9. 14 4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체육대회(카디널 도허티 고등학교)
2009. 7.   김장복 목사 부목사로 부임(2012년 12월까지 사역)
2009. 8.   전도폭발 제 1기 수료
2009.11.   영어회중 Grace Point Church (GPC)가 독립교회로 분립
2010. 7.   농구장 신설
2011. 4.   김성은 목사 담임목사 대행 (2012년 3월까지 1년간 사역)
2012. 3.   6대 담임 조진모 목사 취임
2013. 1.   김상순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4년 12월까지 사역)
2013. 1.   김영훈, 김국순 자비량 선교사 에디오피아로 파송
2013. 3.   박승현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5년 5월까지 사역)
2013. 7.   개역개정 성경, 찬송가 사용 시작
2013. 10.  주재형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4. 1. 1. 교회를 위한 40일 금식기도 1차 시작
2015. 1.   이성흠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8년 8월까지 사역)
2015. 2.   정진부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7년 2월까지 사역)
2015. 9.   민용기, 민경희 자비량 선교사 에콰도르로 파송
2016. 9.   장년예배를 3부로 나누어 드림(청년부 예배를  3부 예배에 병합)
2018. 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018. 4.   봄 부흥집회 (강사/심수영 목사)
2018. 7.   대예배실 스크린 설치
2018. 9.   제44회 산상수련회 (강사/김대영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