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 3

임철민 목사 부임하다.

1. 27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강사: 이정현 목사(밸리 서울교회)

4. 4.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피택: 김윤환, 김한수, 김재훈
권사 피택: 윤지리, 민명자, 김미숙

7. 11

각각 선출되다.

EM. 중.고등부 분리: EM 담당: 임창현 전도사
중.고등부 담당: 민호태 전도사

8. 2-6

티화나 멕시코(최남영 선교사) 단기선교를 하다. (선교팀: 15명)

9. 13-15
9. 19

창립 34주년 기념 부흥회를 가지다.

강사: 이순창 목사(연신교회)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을 거행하다.
안수집사: 김윤환, 김한수, 김재훈
권사취임: 윤지리, 민명자, 김미숙

11. 17

고 백준기 은퇴장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9일 교회장으로
거행하다.

11. 21

임창현 전도사(EM 사역) 사임하다.

12. 12

Jeffrey W. Frick 목사(EM 목회) 부임하다.

12. 26

임철민 목사 사임하다.

◆ 2011년
1. 2
2. 1-2

송영회 목사 (교구, 행정 사역) 부임하다.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강사: 문일영 목사(한우리교회)

2. 9

공동의회에서 교회 명칭이 “주향 교회” 로 결의 되다.

2. 9

공동의회에서 김선환 씨와 , 민경수 씨는 시무장로로 피택 되다.

3. 27

민호태 전도사(미디어, 중.고등부) 사임하다.

3. 27

문동현 전도사 (젊은이, 헵시바 사역) 부임하다.

5. 22

이성은 목사(중.고등부 사역) 부임하다.

6. 17-19
9. 18

부흥회를 가지다.

강사: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

교회창립 35주년 기념예배 및 김선환 씨 시무장로로 취임하다.

◆ 2012년
1. 1

이순자 전도사(2011년 6월 5일 인턴쉽 새가족 사역) 부임하다.

1. 31-2.1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강사: 한재신 목사(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

7. 21-28

엘살바도르에 단기선교를 하다. (선교팀: 10명)

11.16-17

부흥회를 가지다. 강사: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11. 25

Jeffrey W. Frick 목사(EM 사역) 사임하다.

12. 09

강우중 전도사(EM. 중고등부 사역) 부임하다.

12. 30

박동식 목사 사임하다.

12. 30

이성은 목사 사임하다.

◆ 2013년
1. 6

김종성 목사(엘리엘 지휘, 3040 사역) 부임하다.

1. 29-30
3. 24
4. 7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강사: 김 신 담임목사,

김종성 목사

송영회 목사, 송경애 전도사 사임하다.
박정숙 전도사(아동부, 유아유치부) 부임하다.

4. 28

공동의회에서 김창훈 씨 시무장로로 피택 되다.

6. 30

문동현 전도사(헵시바, 젊음이) 사임하다.

7.1-5

멕시코 단기선교를 하다. (선교팀:3명)

7. 28

강우중 전도사(EM, 중·고등부) 사임하다.

8. 4

이원옥 전도사(헵시바/젊은이) 부임하다.

8. 4

이동선 전도사(EM/중·고등부) 부임하다.

9. 15

교회창립 37주년 기념예배 및 김창훈 씨 시무장로로 장립하다.

11. 17

박문자 전도사 사임하다.

12.01

김종성 목사 사임하다.

◆ 2014년
1. 28-29
3. 6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강사: 신종락 목사(새롬교회)

서노회 정기노회(제82회)를 본교회에서 가지다.

3. 7-8
5. 25

일일 영성수련회를 나성산 기도원에서 가지다.
이순자 전도사 사임하다.

9. 19-20
11. 6-8

일일 영성수련회를 나성산 기도원에서 가지다
비전트립(순례자학교)를 아리조나 피닉스로 다녀오다.

(선교팀: 10명)
11. 29-30
11. 30

신앙사경회를 가지다. 강사: 림형천 목사(서울 잠실교회)

이동선 전도사(EM/중·고등부) 사임하다.

◆ 2015년
1. 1

김명수 목사 (새가족, 교구, 찬양) 부임하다.

1. 1

손은경 전도사 (엘리엘 지휘) 부임하다.

1. 27-28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3. 13-14

일일 영성수련회를 나성산 기도원에서 가지다.

3. 5

강사: 심상래 목사(한마음교회)

제84회 서노회에서 박정숙 목사 안수하다.

4. 17-18

찬양대 연합 수양회 (Hot Springs)를 갖다.

6. 7

임시공동의회에서 김창훈 장로 시무장로 재신임 부결되다.

7. 5

김명수 목사(찬양, 새가족) 사임하다.

7. 19

이현준 전도사(미디어), 이승민 전도사(교육) 부임하다.

7. 27-30

단기선교를 멕시코 엔세나다, 로샤 데 샤론교회 (안요섭 목사)
로 다녀오다. (선교팀 5명)

10. 2-3
12. 13

일일 영성수련회를 나성산 기도원에서 가지다
손은경 전도사 (엘리엘 지휘)

사임하다.

◆ 2016년
1. 1

엘리엘 찬양대 지휘 (김용갑 집사) 부임하다. .

1. 13

제직수련회 및 선교세미나 가지다.
강사 : 목만수 목사(브라질 선교사)

2. 2

40일 작정 새벽기도회

5. 10-7. 2
9. 8

40일 새벽기도회 “ 리바이벌!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제87회 서노회에서 이승민 목사 목사 안수 하다.

9. 11

이현준 전도사 사임하다

12. 25

이승민 목사 사임하다

◆ 2017년
1. 1

김갑부 목사 (청년, 미디어) 부임하다.

2. 1

제직수련회를 가지다.

3. 9

서노회 정기노회(제88회)를 본교회에서 가지다.

6. 3

일일야유회 CJ 그랜드호텔 스파(DESERT HOT SPRINGS)에서 갖다

6. 4

엘리엘 찬양대 (김용갑 집사) 지휘 사임하다

6. 11
7. 9

강사: 지영환 목사(남가주한소망교회)

원순일 권사 (엘리엘 지휘) 부임하다.
김갑부 목사 사임하다

9. 15-21

주향선교잔치 (안맹호 선교사, 김덕규 선교사, 최남영 선교사,
정채화 선교사) 초청하여 부흥회 및 섬김

9. 17

창립 41주년 및 임직 (장로 : 이남철, 김성숙,
안수집사 : 신매희, 채영희, 오화영) 하다.

11. 5

박노현 전도사 (청년, 미디어) 부임하다.

◆ 2018년
2. 18

제직헌신예배 가지다

강사: 홍순범 목사(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