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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역자님들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선교지 대만은 코로나 방역을 아주
잘하여왔는데 뜻하지 않게 최근 3 개월간 확진자가 400 배 증가하여 온 나라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운 시대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동참하시는 貴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그간의 선교보고와 기도편지를 드립니다.
1. 개혁종신학원소식
1.1 CRTS 의 2022 년도 두 번째 교무회의는 5 월 6 일에 있었으며 황선교사가 기도함으로
마쳤습니다. 5 월 28 일 계획된 졸업식에는 역대 최대인 20 명 이상의 졸업생이 나올
것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증폭한 코로나 펜데믹으로 9 월 중으로 연기하였습니다.
황선교사는 쥐스야, 쎄옌리, 루야제의 상담학석사 학위논문을 심사하였습니다.
1.2 신입생 입학고시는 코로나 펜데믹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신청하였습니다.
5 월 25 일의 신입생 입학고사에서 28 명이 응시하였으며 황선교사는 교무주임 Yates
목사와 Mooheng Chee 목사와 함께 면접고시를 섬겼습니다.
1.3 황선교사는 CRTS 의 봄학기 대선지서의 과목을 현장과 온라인수업으로 가르쳤습니다.
童栢熙, 王俊, 林榮邦, 羅光明, 陳韋伶, 鄭賢弘, 方加利, 劉攀, 李麗美, 李志同, 藍以璇등이
수업하였으며, 현장수업에 2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마지막 수업은 ZOOM 을 통한
온라인으로 강의로 전달하였습니다.
1.4 황선교사는 5 월 11 일에 CRTS 의 교수학생 채플에 눅 15:11-31 본문으로 進入父親的歡宴의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5 월 10 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매일 5 만명을 넘어서며
CRTS 의 모든 모임과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치하기로 임시교무회의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채플에는 CRTS 의 채플실에 현장 참여자 3 인 설교자 황병순 선교사와,
사회자 우다이홍 전도사와, 반주자 펑위펑 학생외에 모두 zoom 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5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작년 5월부터 추진한 오피스 공간 시설구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4월 30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내부리모델링을, 9월부터 새로운 학교건물을
정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2. 中壢、南港、 新樂、花園、溪邊教會 선교소식
2.1 황선교사는 매월 첫 주에 中壢교회의 설교를 맡아 사역합니다. 4 월 눅 4:14-19
하나님나라를 전하라, 5 월 눅 15:11-32 탕자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 6 월 단 12:1-4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하라의 제목으로 설교할 때 6 월은 코로나 폭증으로
인하여 Google Meet 비대면을 통하여 설교하였습니다.
2.2 남항교회를 매월 2 째주에 방문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4/10 當稱頌的君王 5/8 蕩子的父
神的國家 6/12 引導多人歸義의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2.3 溪邊教會는 황선교사와 배선교사와 만남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3 월초에 연락하여 6 월
첫 주에 설교를 예정하였지만 역시 코로나의 폭증으로 시간을 다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4 신락교회를 매월 3 째주에 설교하며,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윈전도사의 모친이 중대한
무릎수술을 받았지만 순조롭고 건강하게 퇴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5 화원교회의 설교가 5 월 4 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에서도
발생하면서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Line app 는 대만의
카톡같은 국민앱 입니다. 황선교사는 화원교회 비대면 예배의 설교자로 초청받아
말씀으로 돌보며 교제하였습니다.

3. 개혁종장로회 및 기관들 소식
3.1 황선교사는 송산교회의 웨이위카이 목사의 안수식을 섬겼습니다. 4 월 10 일 개혁종 송산
교회에서 거행한 예식에서 기도와 안수로 개혁종교회의 목회권 직분을 魏于凱목사와
나누고 위임하였습니다. 중화복음신학원의 전임원장 라이젠궈 박사와 따이지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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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원장이 광림하여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3.2 새로운 학사건물 구입을 감사하며 많은 행사가 계획되었습니다. 동창회 주석인 唐秀麗는
백마역점에서【校友座談暨迎新餐會】를 5/23/17:00-18:00 에 거행하였으며 황선교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올 해에 졸업하는 신입회원을 격려하였습니다. 신학원의
졸업시즌에 통상적으로 있는 謝師宴와 畢業迎新餐會등은 코로나로 모두 취소되었으나
언제나 우리의 선교를 돌보시며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합니다.
3.3 남항교회를 세우며 수고한 정루이웬(曾瑞淵) 집사가 향년 103 세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황선교사가 장례식의 설교로 유족에게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였으며 배은희 선교사가
찬양팀의 반주로 섬겼습니다. 왕화상 목사가 집례하였으며, 강준규 선교사께서 기도로
섬겨주었습니다.
3.4 대만개혁종장로회는 최근 새 校舍 (학교 건물)를 구입한 개혁종신학원에 1 년 경상비
100 만 NT$를 헌금하며 또한 노회의 건축기금 100 만 NT$를 빌려주기로 결정하여
CRTS 는 정한 기간에 4/30 일 학교건물 (校舍) 구입의 계약을 완성하였습니다.
3.5 보안지역 ㅈ국 동방신학원에서의 신학교육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이번 학기에는
이사야서를 강의하였습니다. ㅎ동, ㄷ북, 서ㄴ, ㅎ남에서 모두 11 명이 접속하여
1 주일 동안 성실하게 수업하였습니다. 펜데믹이 속히 끝나고 현장수업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교육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4. 황병순 배은희 선교사 가족(배은희 황사무엘 황온유)소식
4.1 배은희 선교사는 남항교회의 예배반주자 부재시(4/10, 5/8, 6/12)에 때를 따라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락교회 여신도들을 상담과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4.2 황사무엘은 고신대학원(신대원)에서 1 학년 1 학기(봄)를 보내고 있으며 다음주까지는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 같은 모국에서의 생활과 배움이
돕는 손길로 인하여 즐겁고 크게 유익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4.3 작은아들 온유는 서울에 자대 배치되었습니다. 복무하는 일들이 많지만 잘 감당하고
있으며 펜데믹에도 예배생활을 잘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복무를 잘
감당하며 또한 다음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4.4 황선교사는 2023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만대회 준비위원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KWMF 는 이근희 선교사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2022 LA 대회에서 동북아 대표
서상진 목사가 2023 의 중앙총회를 대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준비 중입니다
4.5 황병순배은희 선교사는 2025 년부터 현재까지 제 4 기 사역 7 년을 선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싸인을 따라 본국사역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회복하여서 다음 6 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소서.
5. 사역과 가정을 위한기도제목
1. 개혁종신학원에서 봄학기에 가르친 대선지서의 학생들 성적을 내어야 하는데 인터넷
비대면으로 수업한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2. 보안지역 동방신학원의 가을학기 신명기를 겨울에 강의할 때 잘 준비하고 전달하며
참여하는 대륙의 학생들에게 수업시에 안전과 평안과 지혜와 열심을 주소서
3. 황병순배은희 선교사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형통하고 늘 건강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부름 받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황선교사 가족이 계획하는 본국사역 기간동안 그동안 미루어 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힐링의 시간을 얻게 하시며 그동안 선교에 맺은 풍성한 열매들을 모국교회에
보이며 감사하며 격려받는 시간 되게하소서.
5. 남은 기간동안 순회하며 설교하는 선교지의 교회들에 말씀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며
황선교사가 돌보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안에 강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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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봄학기 황선교사의 대선지서 강의 사진

대선지서 현장수업이 있던 2015 년 봄 교수학생

황선교사의 교수학생 채플 설교 눅 15:11-32 進入父親的歡宴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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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S 신입생 입학고사 대만, 말레이지아, 캐나다, ㅈ국 신입생의 면접시험 5/25

상담학 석사과정의 졸업논문의 지도와 심사 주이스야 노아제 (4/27), 세염리 (5/4)

정기교무회의 5/6 와 임시 이사회및 교무회(4/26):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하여 대책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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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교사의 중리교회의 설교 4/3, 5/1, 6/5 일

남항교회에서의 황선교사 설교 4/10, 5/8, 6/12 배선교사의 반주사역

남항교회를 건축한曾瑞淵(증레이웬) 집사의 장례식 설교 (103 세 소천) 5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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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락교회에서의 황선교사 설교와 성찬식 집례 및 윈전도사 가족의 찬양

화원교회 예배 황선교사의 온라인현장설교 (라인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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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종송산교회의 魏于凱(웨이위카이) 목사 장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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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교사의 송산교회 웨이위카이 목사 장립식 안수위원과 목회자들

개혁종신학원 동문회의 신입회원 환영식

보안지역 ㄷㅂ신학원의 신학교육사역 2022 년도 봄학기 온라인 강의와 민국 104 년의 대선지서 현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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