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장로교

해밀턴한인교회

교회 표어

예배안내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한국어예배
주일예배 : 주일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영어예배
주일예배 : 주일 오전 10시
주일저녁예배 : 주일 저녁 7시 30분

<고린도 전서 15:58>

해밀턴한인교회 소개

모임안내

■해밀턴한인교회(뉴질랜드장로교)는 1885년에 세워진 유
서 깊은 St. Andrew 장로교회에 소속된 해밀턴 최초의 한
인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이주한 한국인 신앙인들이 1995년
2월 첫 주일에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밀턴한인교회는 Kiwi 교회와 통합 운영되는 교회로서,
두 공동체가 한 교회를 이룬 뉴질랜드 유일의 교회입니다.
상호협력 기구인 Kiwi-Korean협의회(KKL)를 구성하여 정
기적 합동예배, 교회봉사, 각종 연합행사, 가정초대, 친선도

■어린이부 : 주일 오후 1시 30분 / Church Centre Room 1
■청소년부 : 주일 오후 1시 30분 / 예배실 및 Church
Lounge
■청 년 부 : 주일 오후 1시 50분 / Church Centre Lounge
■할렐루야성가대 : 주일 오전 10시 30분 / Church Centre
Lounge
■전교인 신앙생활세미나 / 주일 애찬 후에(월 1회) / Mary
Bryant Hall
■기타모임
책읽기를 통한 영적 성숙 소그룹, 구역인도자 모임,
목적이 이끄는 구역공동체, 성경읽기 모임

모, 문화탐방 등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선
교적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갑니다.
■주일, 1부 예배(10:00)는 뉴질랜드 교인들을 중심으로, 2

위치 및 연락처

합니다. 우리교회는 모국교회와의 교환 방문주선, 어학연

■주소
Cnr Te Aroha St. & River Rd., Hamilton, New Zealand
■연락처
협동목사 함 태 주
목양실 : 855-0020 / Fax : 854-9734

수 학생, 유학생, 단기방문자, 이민자 들을 위해 정착 안내

홈페이지 :

부 예배(11:30)는 한인 교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는 St Andrew 장로교회 부목사이기도

http://nzhkc.org

등을 합니다.
■뉴질랜드장로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상호협력교회이므로, 한국의 두 교단에 속한 교
회와는 목회자 파송, 신학생, 평신도의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신앙 열정과 뉴질랜드 신앙인들의 오
랜 역사와 전통, 높은 신앙적 봉사와 헌신이 함께 결합된,
특별히 내일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
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조국과 세계를 위해 크게 봉사
를 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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