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년
1. 4-5

제직 및 구역장 수련회를 갖다(강사: 신용규 목사)

3. 12

장현택 파송선교사 후보생및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조현

3. 26

협동목사 사임하다.

김석원, 박병삼 시무장로로 재신임하다. 장용택, 김일영 장로로
피택하고, 한현호, 김원권, 이동인, 이정욱 안수집사로 피택하다.
김영화 장로 사임하다, 오세규 안수집사 사임하다.

5. 7

제1차 예수잔치를 하다.

8. 27

공동의회에서 조천일 원로목사 추대 취소, 원로목사 제도를 폐지하다.

9.14-17
9. 17

창립 24주년 기념부흥사경회를 갖다(강사: 이재환 선교사)

장용택 장로취임, 김일영 장로 장립, 한현호, 김원권, 이정욱 집사
안수하다.

10. 1

김국희 집사 사무장 사임하다.
하다.

최태우 목사를 전임 교육목사로 임명

박현민 행정수습교역자로 부임하다.

10. 29

이성희 협동전도사 사임하다.

11. 26

박현민 강도사 사임하다.

12. 3

임찬혁 강도사 EM과 선교담당하게 되다(Half Time)

12.17

김성일 행정목사로 부임하다.

12. 31

최금희 전도사 유아,유치부 사역 사임하다.

◆ 2001 년
1. 3-4
1. 7

제직수련회를 갖다(강사: 박광철 목사)
한정훈 EM 대학부 목사로 부임하다.

김명자 전도사, 김계희 집사,

양영옥 집사를 평신도 사역자로 임명하다.
1. 21

공동의회를 거쳐 가주노회 탈퇴 재인준및 미주총회 탈퇴를 재인준하다.

8. 26

교회장소: 3407 W. 6th St. #600 L.A. CA 90020. 이전하다.
임찬혁 강도사 사임하다. 한정훈 목사 영어예배 사역자로 부임하다.

10. 28
12. 2

최태우 부목사 사임하다.
김석원 장로 휴무하다.

◆ 2002년
1. 6

김정민 강도사(한국어 청년부및 찬양담당) 부임하다.

2. 24

한정훈 목사(EM) 사임하다.

4. 21

김석원 장로 본 교회 장로직에서 면직하다.

5. 1

최인자 전도사 전임사역자로(유아유치부, 사무)부임하다.

6. 2

이남영 장로 은퇴와 동시에 공로장로로 추대하다.
장로장립: 김종윤, 집사안수: 원명건, 김종영, 김정수, 오위창, 오응찬
임직 받다.

6. 9

김승연 전도사(유초등부 담당) 부임하다.

6. 23

김철홍 목사 새벽기도회와 오후 찬양예배 담당목사로 부임하다.

8. 11

교회 명칭을 남가주 열린교회로 결정하다.
(The Ope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9. 22

조인수 목사 사임하다.

10. 20 공동의회에서 김철홍 목사 임시담임목사로 청빙건으로 모이다.
11. 3

김승연 전도사(유년부) 사임하다.

◆ 2003년 ......................................................................................................
2. 9

이성락 목사, 임민철 목사 협동목사로 임명하다.

3. 2

임창현 전도사 중고등부 담당으로 부임하다.

3. 9

김철홍 담임목사로 취임식하다.

4. 6

박경희 협동전도사로 임명하다.

4. 19

교회장소: 6720 Melrose Ave., Hollywood, CA 90038 이전하다.

9. 28

라성빌라델비아 본 교회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다.
교회장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11. 30

김정민 강도사 사임하다.

◆ 2004년 ......................................................................................................
1. 25
2. 8

임민철 목사 사임하다.
임신은 전도사(유년부 담당)부임하다.

2. 15

박경희 전도사 사임하다.

2. 29

최은자 전도사 사임하다.

6. 27

임승포 목사(임신은 전도사 부군) 본교회 협동목사로 임명하다.

7. 11

부흥회및 제직수련회(강사: 박희민 목사)를 가지다.

8. 1

임선미 사모(유치부 담당)사역자로 임명하다.

11. 21

곽숭기 목사(행정/심방담당) 부임하다.

12. 19

공동의회에서 KAPC 교단 탈퇴하고, 서노회및 KPCA 교단 가입

인준하다. (총투표자수: 111명 중 찬성 98명, 반대:10명, 기원: 3명)

◆ 2005 년
1. 16

김철홍 담임목사 휴무(1월-4월까지 논문 작성 관계로) 하다.

3. 22

미주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가입하다.

5. 29-30

만민기도원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가지다.

6. 24-25

멕시코 티화나 선교지 23명이 방문(최남영 선교사 지역)하다.

9. 5

전교인 체육대회를 Rancho Palos Verdes Hesse Park 에서 가지다.

9. 8

본 교회에서 제 65회 KPCA 서노회로 모이다.

9. 18

교회창립 29주년 기념 주일에 김홍래, 정계훈 안수집사로 임직하다.

10. 23

임승포 목사, 임신은 전도사 사임하다. 정경호 전도사 부임하다.

◆ 2006년
2. 5

최승근 전도사 사임하다.

2. 26

김철홍 목사 사임하다.

4. 2

임시 당회장으로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로 결정되다.

5. 28

이현동 전도사 사임하다.

정경호 전도사 사임하다.

6. 4

박순겸 전도사(찬양, 청년부, 행정)부임하다.(동년 9월 24일 사임)

8. 6

손기호 목사 부임하다.

8. 27
9. 3

유정자 전도사(유/초등부) 부임하다. (동년 9월 17일 사임하다)
전교인 수양회를 만민산 기도원에서 가지다.

9. 10

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손기호 목사 취임식을 거행하다.

10. 1

황재형 형제 행정간사로 임명하다.

10. 22

곽숭기 목사 사임하다. (10월말에 한국 귀국)

◆ 2007년....
1. 7
2. 24

민호태 전도사(미디어/찬양) 부임하다.
고 이남영 공로장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7일(화)-28일(수)

라성빌라델비아교회 교회장으로 거행하다.
4. 1

서요환 목사(유.초등부/사무행정) 부임하다. (동년 8. 12 사임하다)
황재형 형제(사무행정 간사) 사임하다.

8. 19

박문자 전도사(심방/사무행정) 부임하다.

11. 4

손기호 목사 사임하다.

◆ 2008년
3. 30

김 신 담임목사로 취임하다.

6. 22

본당 스태인드 글라스(Stained Glass) 수리를 하다.

8.

박동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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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

청년부, 아동부 사역자로 부임하다.

창립 3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거행하다.
장로취임: 김일영

장로장립: 윤범석,

현채

안수집사: 공진성, 배광헌, 박종성, 이재선
10. 12

찬양 사역자로 하덕규 전도사 부임하다.

◆ 2009년
1. 4

정승훈 전도사 찬양 및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하다.

1. 27-28
2. 15
4. 5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강사: 김인수 목사(미주장신대총장)

하덕규 전도사 한국으로 귀국하므로 사임하다.
교단명칭변경 미주한인장로회를 해외한인장로회로 변경되다.
(K.P.C America—K.P.C Abroad 로 변경)

7. 20-24
9. 20
12. 30

아리조나 뉴멕시코 원주민(안맹호 선교사) 단기선교를 하다.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예배및 김 신 담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하다.
정승훈 전도사 사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