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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노랗게 붉게 물드는 온 산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8년만에 안식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바빴고 아팠고 계속된 긴장이 있었지만 결국은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였던 소식을
정리하여 대만선교 2022-3 가을 기도편지를 올리며, 또한 본국사역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그간의
선교사역을 보고하도록 교회방문과 인사드릴 시간을 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 112:1, 7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대만과 지척인 골육지친 대륙에 강력한 지도자가 연임하며 대만을 침공할 것 같은 소문에 많은
이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흉한 소문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에 그런
소식을 겁내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떤 환란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1. 개혁종신학원소식
1.1 CRTS의 2022년도의 제 3차 입학고사가 8월 24-25일에 있었으며, 황선교사는, 葉提多 、錢穆恆 목사와
함께 19일 M.Div. M.A. B.A.에 지원한 M.Div :송언광, 천경배, 왕사왕, 진희이, 왕학강, 위건이; M.A
NT:방천거, 손신구, 목빈, 진악표, 시가, 허솔. 리시군, 곽양, 고윈랑; M.A 상담학: 추이란, 연청팡,
수산나, 왕녕 , 강호매(試), 계소방, B.A CS: 스지엔을 신입생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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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RTS졸업식이 5월말의 코로나의 확산으로 연기되어 9월 24일에 홍은교회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역대
최다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신학석사에 왕은호, 곽본진, 천미샤. 도학석사에 사요양, 오대홍,
이계도, 묘렌봉, 황안정, 손신, 팡왕성, 후영봉, 푸밍우, 서국량, 신약석사에 장국위, 상담학석사에 추숙경,
황완옥, 펑어봉, 루야제, 쥐스야, 웬핑핑, 진춘민, 류련영, 정제위, 쎄옌리, 푸원영, 조정, 펑위, 왕욱,
리즈나, 이이령, 장수인, 고봉, 왕젠원등 33명 입니다. 황선교사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1.3 개혁종신학원의 교수학생 수련회는 코로나의 방역단계가 풀리지 않아 원래 계획한 9월13-14일
온라인 줌으로 160여명 (현장의 10인과 온라인의 150인) 함께 재학생들은 교수와 스텝들과 신입생을
알아가며 교무에 관해 배우며 적응하며 황선교사는 신입생소그룹을 재학생들과 함께 지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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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황선교사는 제자 펑위펑의 상담학 석사논문以公義君王國度基督的律法輔導弱勢青少年 [以RKD
14R'S輔導弱勢青少年]을 9월1일 예티도와 함께 온라인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위펑은 황선교사 기도
소그룹에서 함께 쉐어링과 기도하며 수업하였으며 신죽시 은전성시교회 협력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2. 新樂, 花園, 中壢, 南港教會 선교소식
2.1 황선교사가 안식년으로 7월6일 귀국함으로 매월순회설교하며 선교하던 4개교회 (중리, 남항, 신락,
화원)를 현지인 목회자 (이제광, 왕화상, 운서금, 오치덕목사)가 열심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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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리교회가 추진하였던 사단법인 설립을 완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개혁종장로회소석케어협회
(小石關懷協會)로 등록한 명칭을 사단법인개혁종장로회중리교회로 변경하고 산하에 소석케어협회를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황선교사는 7월16일의 설립대회에서는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2.3 남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왕화상목사는 노회장의 직분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항교회의 초청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의 이동으로 교회의 역량이 많이 약하여 있습니다.
2.4 황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고국에 들어와 있는 기간중 저희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중리교회 이제광
목사님이 사정상 몇달 사용이 꼭필요하여 무료로 사용케 하였습니다.
2.5 계변교회는 7월 첫 주에 황선교사의 설교를 요청하였으나 중리교회의 선약과 안식년으로 다음
시간을 기약하는 가운데 12월 4일의 주일에 장로장립식에 초청받아 내왕하여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3. 개혁종장로회 및 KPM 대만선교 소식
3.1 황선교사는 본국사역 안식년을 출발전에 6월26일 죽동교회에서의 “引導多人歸義,” 중리교회에서
“祝福的管道 ” 제목의 설교를 마치고 안식년을 시작하였습니다.

3.2 노회의 개혁종청소년리트릿이 8월20-21 양일간 신죽오봉 KT야영장에서 거행하였으며, 개혁종교회
목회자의 수양회는 8월29일 하루의 일정으로 겨자씨야영지 성경문화원에서 원만히 거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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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혁종장로회는 CRTS에 경상비 100만NT$를, 건축기금에서 100만NT$를 빌려주며 지웠하였습니다.
3.4 개혁종장로회 95차회의에 고시부는 4인(계변교회 이원홍, 은약교회 차이송허와 도원교회 황싀제,
영신교회 이계도의 고시를 계획하였습니다. 황선교사는 안식년으로 왕화상노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4. 황병순 대만선교사 가족 (황병순, 배은희, 황사무엘, 황온유) 소식
4.1 대만선교 선임자님을 지난 8년간 뵈올 수 없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만선교에 평생을 수고하신 유환준 윤춘재 원로선교사님을 8월10일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4.2 황선교사와 7월 6일 안식년으로 귀국한 다음날 7월7일부터 KPM선교회와 협력하는 샬롬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아픈 치료와 수술도 하였습니다. 거의 매주 내왕치료를 받고 있는 불편함과
함께 7-9월간 구미남교회, 우리들교회, 진주임마누엘교회, 광안중앙교회, 반송교회, 반송벧엘교회,
청광교회, 오산교회, 구미동광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감사와 함께 선교사역을 보고하였있습니다.
4.3 인주열 목사가 개척한 YiRan지역의 계변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개혁종장로회에 가입을 신청하며
이원홍 집사의장로장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교사는 12월4일의 장립식에 초청받아 섬기게 됩니다.
4.4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8월5일 부산 학장동의 선교관으로 입주하였습니다. 본국으로 귀국후
부모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었습니다. 오산교회의 장원재장로님의 귀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4.5 지난 3년간 만날 수 없었던 두 아들 사무엘과 온유를 안식년과 함께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고신대학원 학업을, 온유가 군복무를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사역과 가정을 위한기도제목
1. 황선교사의 치과진료와 배선교사의 재활치료에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좋은 치료를 받게 하소서
2. 접근제한지역 ㅈ국 대륙의 신학교육(신명기)강의를 올 해 말에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풍성하고 좋은 교육으로 현지교회의 지도자를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게 하소서
3. 계변교회의 초청으로 장로장립식을 섬기기 위하여 11월27-12월10일 2주간의 대만방문 일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계획한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하소서
4. 선교의 제4기 (2015-2022) 8년의 선교보고를 위해 후원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방문시간을 순적하게 얻어 그간 선교열매를 보여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계속하게 하소서
5. 황병순배은희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형통하고 늘 건강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