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80 년  

1. 6  이이삭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1.20  임정배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4. 6  문인기 교육목사로 부임하다. 

     6. 25-28  제4회 하기수련회를 유카이파 오클렌 수양관에서 개최하다. 

               (강사: 정문호 목사) 

     7.26  김춘근, 이남영 제4대 장로임직, 지치균, 김용석, 원시곤, 차임호 

            김경남 제4대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9. 1  서독 두이스부룩시 벧엘교회에 정일웅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다. 

     9. 21  김처호 장로 제1대 공로장로로 추대하다. 

   11. 30  김경수 제5대 장로로 취임하다. 

 

◆ 1981 년  

     2. 14  주일학교내 한글학부를 토요 한국어학교로 발전시키다. 

     4. 1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정진구 목사를 파송하다. 

     5. 10  조동소 부목사로 부임하다. 

     5. 28-30  제5회 하기수련회 Twin Peaks 에서 개최하다.  

               (강사:배순조 목사) 

     7. 7  반동훈 제5대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7. 31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를 시무하던 정진구 목사의 사임후 문홍국  

            목사를 후임으로 파송하다. 

     8. 1  알라스카 열린문교회를 개척하고 시무장로 김춘근 와 정진구   

             목사를 파송하다. 

    9. 1  택사스 달라스 부활교회에 문인기 교육목사를 파송하다. 

           이순한 교육목사로 부임하다. 

           

   9. 19  창립 5주년 기념예배및 성전봉헌예배를 드리며, 강창욱, 김경식 

              제6대 장로로, 박광동, 이길우, 이동인, 김성훈, 조용호, 임학양 

              김조인, 한영한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10. 31  유창범 전도사를 부목사로 임직하다. 

    

◆ 1982 년  

   4. 11  강인영, 조인석, 송희봉, 홍은표  4인을 본 교회 제1대 명예집사로  

             추대하다. 

    5. 31  이순한 교육담당 부목사 사임하다. 

    6. 23-26  제6회 하기수련회 St. Nicholas Camp 에서 개최하다. (강사: 방지일 목사) 



   8. 1  윤형철 교육복사로 부임하다. 박성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10. 4  생명의 다이알(213)386-3000을 통한 매일의 메시지가 시작되다. 

   12. 22  이이삭, 임정배 전도사를 부목사로 임직하다. 

   12. 25  이진희 제7대 장로임직및 양철수, 신병모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12. 30  윤형철 교육목사 사임하다. 

 

◆ 1983 년  

   1. 5  주일 예배를 3부로 1부예배: 오전8:30,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3부예배: 오전 11시로 드리기로 하다. 

   1. 3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를 사무하던 문홍국 목사 사임으로 김홍규 목사를 

           후임으로 파송하다. 

   2. 1  휴스턴 제일교회 정재숙 목사의 사임으로 양승걸 목사를 파송하다. 

   4. 1  인도네시아주재 이은무 선교사와 태국주재 양병화 선교사를 지원 

           하기로 하다. 뱅쿠버 중앙교회(서재승 목사 시무)를 지원하기로 하다. 

   4. 3  한국 충진교회(용천노회소속, 김용석 목사 시무)를 지원하기로 하다. 

   7. 6-9  제7회 하기수련회를 알라인 수양관에서 개최하다.(강사:한부선 선교사). 

   8. 23  달라스 열린문교회 문인기 목사의 사임으로 임정배 목사를 후임 

            으로 파송하다. 

   8. 30  휴스턴 제일교회 양승걸 목사의 사임으로 김학천 목사를 파송하다. 

   9. 1  김 현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9. 4  성경통신대학을 개교하다. 

   9. 18  교회 창립 7주년 예배 드리며, 곽은철 장로를 제2대 공로장로로 

           추대하다. 

  12. 24  최계성 제8대 장로임직, 지금성, 심재만, 노승만 제8대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 1984 년  

  1. 1  모국교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하다. 

           전북 진안군 금지교회(이동원 전도사), 전남 고흥군 봉복교회(오형환 

           전도사), 경남 통영군 도산교회(강청출 전도사), 독일주재 신성능 

           선교사를 정일웅 선교사 후임으로 지원하기로 하다. 

           유창범 목사 사임하고 당회는 그를 협동목사로 모시다.  

           박성은 교육전도사 사임하다. 

  3. 4  이밀암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샌디애고 소망교회(여진해 목사)를 

           지원하기로 하다. 

  4. 1  본 교회 주차장을 $11,500.00에 매임하다.  

           위치 408-424 S. New Hampshire Ave. (38,700 Sq.ft) 

  4. 29  그동안 지원해 오던 휴스턴 제일교회는 남부노회에 맡기도 휴스턴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휴스턴 제일교회를 시무하던  김학천 목사를 

            파송하다. 

  5. 27  메릴랜드 소재 평강교회를 지원키로하고 고재철 목사를 파송하다. 

  7. 5-7  제8회 하기수련회를 본 교회당에서 개최하다.(강사 이성헌 목사) 

  8. 26  김 현 전도사가 사임하다. 

  9. 9  박성환 교육목사로 부임하다. 

  9. 30  독일벧엘교회 정일웅 목사가 본국 총회신학교 교수로 전임하므로 

            최강삼 준목을 후임으로 파송하다.  김성훈 목사를 협동목사로  

            모시다. 올림피아 한인교회를 지원키로하고 홍종술 목사를 파송 

            하다. 

  10. 7  이성옥 협동목사로 부임하다. 

  10. 14  정은표 부목사로 부임하다. 

  11. 24  신병모 제9대 장로임직, 박성환, 이동욱, 김덕영, 노승삼 제9대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12. 31  박성환 교육목사 사임하다. 

 

◆ 1985 년  

   5. 1  정은표 부목사가 사임하다. 

   5. 5  허바울, 허영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11. 6  배수환, 유웅렬 목사  협동목사로 부임하다. (1993.2.18 함께 사임) 

    12. 31  하창현 음악목사 사임하다. 

 



◆ 1989 년  

    1. 1  박희구 교육목사로 부임하다.  장춘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교육위원회를 2분하여 제1 교육위원회(영아-고등부), 제2 교육위원회 

(대학-노년부)로 나누고, 전도폭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다. 

    1. 31  구본훈 전도사 사임하다. 

    2. 5  김풍운 부목사 사임하다. 

    6. 1  조대준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6. 28-7. 2  제13회 전가족 수련회를 Victory Ranch 에서 개최하다. 

                (강사: 김덕성 목사) 

    7. 2  당회는 KIM 소속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는 백운영 목사, 조용중  

           목사를 지원키로 하다. 

    7. 23  조대준 전도사가 가주노회에서 목사안수 받다.  

    8. 1  이석준 교육전도사 부임하다. (1992. 1. 31일 사임) 

    9. 5  하태수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9. 16  창립 13주년 기념예배드리며, 김용석, 조희철 제4대 공로장로 추대와  

            정환식 장로취임, 조용호, 김성철 제14대 장로임직및 김종윤, 김민석 

           김동섭, 이기균, 김일영, 최성수, 주영민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12. 3  교회 건물 외부도장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