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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비전 및 방향성 :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는 엘에이 코리아타운을 넘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엘에이 땅을 넘어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공동체입니다.

6대 비전

1.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On Christ Ministry)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예배로 말

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On Christ,” 예수 그리

스도께서 반석되신 예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예배만 추

구하는 교회입니다.

2. 새로운 삶의 제자훈련 (New Life Ministry)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드린 성암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삶 ‘New Life’를 추구합니다. 다양한 제자 훈련 통해 

“성경적 삶”의 실현을 통한, 복음의 구체적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맞춤형 일대일, 소그

룹 중적 목회를 통해 날마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리더들을 키워내는 교회 교육 (Nurturing Ministry)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교육철학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4. 피난처로서의 교회 (Shelter Ministry)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누구든지 Welcome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암교회는 인

생의 소낙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피난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오

고 싶은 교회, 또 사회적 약자들을 언제든지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5.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 (Re-vitalizing Ministry)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영향력은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성암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 생명 살림의 운동”은 국

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Re-vitalizing: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6.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New Generation Revival Ministry)

세상과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는데 중점을 

두는 교회입니다.

저희 성암교회는 팬더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엘에이 코리아타운에 설립이 되었습

니다. 9살 어린이부터 84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영어와 한국어로 섞어서 부르고 설교시간에는 영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및 모임 안내

연락처 : 213-220-6421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온·오프라인)

주 일 학 교  금요일 오후7시30분(성경공부) / 주일 오전 11시(주일예배)

청 년 모 임  주일 오후 8시 (Zoom)

월수금기도회

 월요일 오후 8시 – 9시30분  : 말씀나눔과 기도(Zoom)
 수요일 오후 8시 – 9시30분  : 요한복음 강해와 기도(Zoom) 
 금요일 오후 9시 – 10시30분 : 제자원리와 기도(Zoom)

자녀기도회  화요일 오후8시 (Zoom)

청년기도회  매일 오전8시, 오후12시15분 (Zoom)

청년일대일  성경공부 월 ~ 토

장년일대일  성경공부 월 ~ 토

찬양팀모임  목요일 오후8시 

목 장 모 임  주일 오후 1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