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과 답변들 

당유란 형제의 일에 관하여 
멕시코 안에 있는 교회들이 보낸 경고 서신에 대하여 

 
  멕시코 안에 있는 교회들은 2009 년 1 월에 당유란 형제의 일과 사역에 관하여 한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당 유란 형제의 동역자들에게서 많은 허위 진술들이 만들어 졌고, 우리는 
멕시코와 관련된 당 유란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의 활동들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단명료하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된 일련의 답변들을 준비했고,   
우리의 답변은 다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멕시코 안에 있는 교회들과 경고 서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들 
• 당 유란 형제의 일과 연관된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질문들(특별히 멕시코 톨루까(Toluca) 에 

대하여) 
• 당 형제의 일꾼들이 멕시코 안에서 일하도록 구실을 제공한 톨루까에 있는 브루노 

후로사아드(Bruno Frossard) 형제와 관련된 질문들 
 
전반적인 질문들: 
 
1. 당 형제의 동역자들이 멕시코 안에는 교회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입니까?  2008 년 가을에 

브라질의  포즈데이과수(Foz de Iguacu)에서 있었던 CEAPE 훈련 기간 동안 아미르 실바(Amir 
Silva)와 당 형제의 일을 섬기도록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던 또 다른 이들은 멕시코에는 교회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확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북미의 동역자들이 훈련 진행을 
돕기 위하여 일꾼들을 멕시코로 보내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 두 
발언은 모두 거짓이며, 이것은 젊은 믿는 이들이 멕시코에 가서 분열된 일을 수행하도록 부추기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2008 년 11 월 16 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있었던 한 집회 기간에 당 형제의 동역자 한 명과 멕시코 
톨루까에 있던 어떤 이들은 성도들이 멕시코로 갈 것을 강하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은 보고에서, 
“멕시코는 미개척지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2009 년 1 월에 브라질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멕시코로 보내어졌습니다. 한 젊은이는“멕시코 안에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그 무리가 멕시코로 
보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멕시코 안에는 교회들이 없다거나 멕시코로 가는 것이 멕시코 혹은 
미국의 동역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멕시코로 보내어졌다고 들은 지체들은 의도적으로 
현혹되었던 것입니다.    

 
2. 멕시코 안에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멕시코 안에는 30 년 이상 주님의 회복의 하나의 입장 위에 

합당히 서 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4000 명의 성도들과 77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3.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은 멕시코 안에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은 이곳에 일과 교회들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 년 9 월 
30 일자 편지에서 우리는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합당한 교통과 조율을 통한 일 안에서의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하기를 갈망한다고 강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2009 년 1 월의 경고 서신에서, 우리는 2005 년 이전에 멕시코의 한 동역자와 당 유란 형제 사이에 
나눴던 대화 내용, 곧 당 형제의 책들이 멕시코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입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2009 년 3 월 29 일 브라질의 벨로호리존테(Belo Horizonte)에서의 최근의 
발언에 따르면, 당 형제는 멕시코 안에 있는 교회들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멕시코 내의 교회들을 방문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으며, 멕시코 시티에 있는 훈련 
센터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당 유란 형제는 심지어 자신이 멕시코 내의 교회들을 시작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해왔습니다. 
 

4. 경고 서신에 서명했던 형제들은 서명 전에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까?  에스라 마(Ezra Ma)는  경고 
서신에 서명한 멕시코의 동역자들은 경고 서신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백지 위에 
서명하였다고 최근 수마레(브라질)에서 열린 2009 년도 특별집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에스라 형제는 더 나아가 형제들의 서명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형제들의 동의 없이 계속 사용되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모든 비난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경고 서신은 서명하신 분들의 수 주간에 걸친 교통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서명을 하신 모든 형제들은 서명 전에 모든 내용을 읽었으며, 그 서신의 
내용들에 동의하였습니다. 그후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지역별 특별집회 전에 동역자들은 그 서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특별집회에서 서명을 한 대부분의 형제들이 공개적으로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 서신을 공개적으로 읽은 후에 많은 형제들이 강화시키는 말과 확증하는 말들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신에 대한 공개 적인 낭독과 형제들의 간증들은 비디오로 녹화되어 
우리의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서신 낭독 비디오는 
http://www.afaithfulwitness.org/warnings/Advertencia.html 에 올려져 있고,  형제들의 증언은 
http://www.afaithfulwitness.org/warnings/Testimonios.html 에 올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서신을 낭독하는 비디오 영상을 보신다면, 이러한 경고를 할 때 형제들 사이에 있는 강한 한 마음 
한 뜻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톨루까에 관하여: 
 
1. 당 형제의 일꾼들 중에‘톨루까 교회의 첫 모임’을 열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라 마는 브라질 수마레이에서 있었던 특별집회에서 우리가“톨루까에서 첫 번째 교회모임을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브로노 후로사아드를 거짓으로 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한 모임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열적인 집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브루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경고 서신이 말하는 것은 남미에서 온 한 팀의 일꾼들이 



브루노와 함께하기 위하여 왔고, 이 팀이 ‘톨루까 교회의 첫 번째 집회’라고 선언하면서 그들 만의 
집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파적인 활동은 당유란 형제의 동역자인 아니발 아란씨비아(Anibal Arancibia)가 안드레 
당(Andre Dong), 아미르 실바(Amir Silva), 정문기(Mungi Chung), 알렉스 발레조스(Alex Vallejos), 
벤자민 프레토(Benjamin Prieto), 마누엘 아란씨비아( Manuel Arancibia) 등에게 보낸 편지에 대담하게 
공표되었습니다. 2008 년 11 월 2 일자의 이메일은 브라질과 그 외의 지역에서 유포되어 왔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아니발은 그가 만난 사람들을 나열하였고, 톨루까 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부부의 
가정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과 함께 세 장의 사진이 첨부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톨루까 교회의 첫 집회”라고 표기되었습니다. 그 사진들과 그것의 설명들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1] 호세와 마르가리따 (Metepec 시) 
[사진 2] 첫 번째 모임이 열렸던 에드가의 집(부인, 자녀와 함께) 마누엘(탁자 끝)과 그의 부인 
끌라리사(보라색 블라우스) 
[사진 3] 톨루까 교회의 첫 집회  

 
안드레 당은 이 이메일을 ‘베드로 당(Pedro Dong)’, ‘호데릭 윌슨(Roderick Wilson)’, ‘일두 
호드리게스(Ildeu Rodrigues)’ ‘에스라 마(Ezra ma)’, ‘미구엘 마(Miguel Ma)’, ‘호베르토 그래너(Roberto 



Graner)’, ‘넬슨 마토스(Nelson Matos)’, ‘헤이날도 호드리게스 다 실바 (Reinaldo  Rodrigues da Silva)’, 
그리고 케사 메네구치(Cezar Menegucci)에게 재발송했습니다. 그러므로 당 형제의 동역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당 형제의 일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조작해 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 당 형제의 일이 톨루까에서 두 번째(또 다른) ‘주님의 상 집회’를 세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며, 
경고 서신도 이러한 일이 톨루까에서 행해졌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서신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당유란 형제의 일이 두 번째(또 다른) 주님의 상 집회를 세운 장소들을 알고 있다는 것과, 
멕시코 안에서 주님의 몸의 하나의 증거가 다른 곳에서 행해진 것과 같이 손상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 형제의 일꾼들이 다음과 같은 30 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두 번째 주님의 상 집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루데푸르트, 
콜롬비아의 툴루아, 칠레에서의 최소한 7 개의 도시들, 에콰도르에서의 20 여개 도시들, 그리고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의 여러 도시들. 이러한 분열적인 실행은 당 형제의 일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3. 당 형제의 일은 일꾼들을 톨루까로 보냈습니까?  브루노와 다른 이들은 당 형제의 일꾼들이 
톨루까로 보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들은 다르게 증언합니다: 
 

• 2008 년 11 월 2 일에 당 형제의 오래된 동역자인 아니발 아란씨비아가 톨루까에 보낸 이 

메일은 “주님이 멕시코로 보낸 팀”이라는 여섯 형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니발은 

    2008 년 10 월에 칠레의 콘셉시온(Concepcion)에서 있었던 집회 바로 후에 칠레에서 멕시코로  
    떠났습니다.(다음 항목 참조) 

 
• 2008 년 11 월 16 일의 한 집회에서, 당 형제의 몇몇 동역자들은 상파울로 교회에게 10 월에 

칠레의 콘셉시온에서 있었던 당 형제의 교통에 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주 
내용은  당 형제가 콘셉시온에서 주었던 “지침(orientation)”을 기초로 멕시코로 일꾼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당 형제의 동역자인 한선모(Sun 
Mo Han)형제는 "휴가철인 1 월에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기꺼이 자비로 멕시코에 가려는, 
멕시코를 위하여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멕시코에 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물질을 드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또 다른 형제는 그들의 일을 멕시코로 전파하고자 하는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의 
갈망에 관해  말했습니다. 

 
• 2009 년 1 월 27 에 브라질에서 멕시코로 보내진 25 명의 청년들 사진이“멕시코: 

멕시코시티(Cidade do Mexico), 톨루까, 악씨칼코(Xochicalco), 이구알라(Iguala), 아카폴코 
(Acapulco)”라는 제목아래 http://stadtlober.multiply.com/photos/album/133/133#1 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들인 멕시코씨티, 톨루까, 아카폴코는 이미 교회들이  

    있습니다.  
 



 
 

• 최근 포즈 데 이구아수(Foz De Iguacu)에서 있었던 CEAPE 에서 아직 교회가 없는 미개척지인 
멕시코에 일꾼들이 가는 것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4. 당 형제의 일꾼들은 멕시코에서 경쟁하는 일을 세우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동역자들과 기존의 교회들과  독립되어 
움직이고 교통없이 단독적으로 일들을 행한다면 이것은 경쟁의 강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일 
안에서 언제나 따라 왔던 신약의 원칙은 일꾼들을 통하여 얻어진 증가는 지방 교회들의 증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지방에 갈 때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각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 교회가 없는 지방에 먼저 다른 단체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없다. 사역은 
지방 교회를 돕는 것이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여 얻은 사람을 교회에 맡겨야 한다. 사도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키우는 일을 조금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역의 
목적은 맺은 열매를 다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맡기는 것이다. 사역이 소유한 모든 것은 
조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지방의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교회가 있는 지방에 사역하러 갈 때 항상 교회의 권위가 사도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 지방에 가서 사역할 때 그 지방 교회가 당신을 
거절하면서, "당신은 매우 좋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사역자를 받아들일 권한도 있고 거절할 권한도 있다. 
언제든지 지방 교회가 세워질 때 책임은 장로들에거 맡겨진다. 교회는 사도가 세운 것이지만 
교회 안에는 사도의 위치가 없다. 교회는 사역자가 세운 것이지만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에게 어떤 지방에 가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지방 교회로부터는 거절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그 인도가 참으로 
주님의 뜻이고 교회가 참으로 틀린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원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 지방에 가서 세를 얻어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교회처럼 따로 집회를 가질 수 없다. 당신은, "너희들은 너무 악하다. 좋다. 이제 내가 
사역하여 한 무리를 얻었으므로 나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이 허락하는 바가 아니다. 사역자는 한 지방에서 오직 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할 수밖에 
없다. 만일 지방 교회 외에 따로 '교회'를 세운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종파이다. 교회는 
당신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복음 전파로 
얻은 모든 사람을 그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 교회에 맏겨야 한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역함으로 얻은 사람을 모아 따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지방 교회 외의 모든 소위 '교회'는 다 종파이다. … 당신에 대한 지방 
교회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모든 열매는 다 지방 교회에 돌려 주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때에도 일한 열매는 여전히 그들의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2 집 10 권(#30)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사역의 재고) 198, 201-202 쪽) 
 

  그러나 당 형제의 일은 이미 지방교회가 있는 곳들에 또 다른 집회들을 세우고 기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취하여 그 주변에 또 다른 집회를 형성하거나 지방 교회를 점령하여 그들의 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8 년 9 월 30 일의 편지에서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이 멕시코에 오기를 원한다면 교통의 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즈라 마 형제는“… 우리는 당신들의 편지에서 요청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아니발 아란씨비아가 2008 년 11 월 2 일에 톨루까에서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일곱 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새 성도"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두 성도는 멕시코시티, 두 성도는 톨루까의  
한 교외 지역인 메테펙(Metepec), 그리고 나머지 세 성도는 톨루까에서 얻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멕시코 내의 지방 교회들 안에서 모이고 있는 기존의 지체들은 완전히 무시한 채, 당 형제의 일로 
얻어진 사람들을 "멕시코에서의 주님의 첫 열매들" 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니발을 통하여 얻어진 
어느 누구도 톨루까 교회나 멕시코시티 교회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지 않았고, 다수의 멕시코의 믿는 
이들은 당 형제의 일꾼들에 의해 이끌리어 브라질의 에스탄시아(Estancia)의   생명나무(Arvore da 
Vida) 특별집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2009 년 2 월 에스탄시아시 특별집회에서 찍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 멕시코에서 온 형제들만 아니라, 부르노 프로사르드와 아미르 실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열매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열매들이 아니라, 당 형제의 분리되고 독립된 일의 열매임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당 형제의 일꾼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에 인용된 2008 년 10 월 1 일자 



에스라 마의 이 메일에서 짧게 언급된 것 처럼 당 형제의 일을 통하여 얻어진 성도들은 지방 
교회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의 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5.  여러분의 2008 년 9 월 30 일 편지에서 당 형제의 일꾼들이 멕시코에 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까? 

비록 당 형제의 동역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묘사해 왔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에스라 마의 이 메일은 우리의 2008 년 9 월 30 일 편지에 대한 답변에서, “… 당신들은 그 도시 또는 

멕시코에 있는 어느 도시에도 일꾼들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교통없이 일꾼들을 보내거나 멕시코에서 분리된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루노 후로사아드가 멕시코시티에 있는 교회 집회들을 

참석했을 때 그는 교통안에서 받아졌을 뿐만 아니라, 톨루까에 있는 성도들과의 모임에 함께할 것을 

초대받았습니다. 

2008 년 9 월 30 일 편지에서 우리가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멕시코에서의 일이 한 마음 한 뜻을 

갖게된 강력한 요인은 우리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출판물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므로 우리는 

멕시코에서 당 형제의 출판물들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에스라 마를 포함하여)이 1997 년 8 월 편지에서 동의한 사항인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오직 한 



출판의 일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동의와 멕시코에서의 교회들과 일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느낌을 무시한 채, 당 형제의 일꾼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멕시코 에서 당 형제의 

책들을 유포하고 그의 일을 확산하기 위해 밴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서적 행상인들을 보내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브루노 후로사아드 형제에 관하여: 

1.  우리가 브루노 후로사아드 형제가 멕시코에 보내어졌거나 그가 멕시코에 하나의 일꾼으로 

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2008 년 9 월 30 일자 편지에서, 브루노가 “그의 직업을 위하여 브라질에서 

멕시코, 멕시코주, 톨루까로 이주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009 년 1 월 경고 

편지에서도 유사하게 “최근에 당 형제의 일에 활동적이던 한 형제가 직장의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톨루까로 이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브루노가 하나의 일꾼으로 또는 당 

형제의 동역자로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 당 형제의 일꾼들이 브루노를 사용하여 경쟁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습니까? 

브루노는 원래 동역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들에서 당 형제의 분파적이고 경쟁적인 일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당 형제의 일꾼들은 실제적으로 그가 멕시코에 있는 것을 토대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경쟁적인 일을 가져오도록 이용하였고, 브루노는 그들과 동역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브루노 후로사아드가 연루된 과거의 분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2007 년 12 월 10 일 브루노 후로사아드가 올린 “방주 프로잭트(Projecto Arca): 동 

아프리카 뉴스(noticias do leste da Africa!),”이라는 제목의 선전문구가 인터넷에 게재 

되었습니다 (http://tulliomf.multiply.com/journal/item/7/7). 이 게시물은 아프리카에서의 당 

형제의 일들의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일의 중심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당 형제의 일은 헬시오 

알메이다( Helcio Almeida)와 다른 이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 

형제의 출판물들을 소개하려던 노력이 실패한 후  당 형제의 몇몇 일꾼들이 개별적이고 

경쟁적인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참조 행 20:28-30) 요하네스버그 교회로부터 성도들을 

끌어 냄으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30 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주님의 회복의 일은 

1996 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헬시오 알메이다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최한 2008 년 

경쟁적인 집회의 사진 중에 한 청년이 “요하네스버그 교회 모임장소”라고 쓰여진 싸인 앞에 



포즈를 잡고 있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talityaraujo.multiply.com/photos/photo/91/55).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참된 교회는 그 

모임장소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다른 “교회”와 다른 “상”을 

세운 것이 분열적일 뿐만 아니라, 브루노가 이러한 분열적인 일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2007 년 12 월 31 일로 기록되고 “아프리카와 포르투갈에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한 기록은 브루노 후로사아드가 동아프리카에 있을 동안 작성 된 공고를 

포함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형제님들, 오늘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Kampala)에서 그 

왕의 상이 세워진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곳에 상의 간증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이 도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별적이고 분열된 “상” 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고가 있을 당시 이미 상당 기간동안 

성도들은 캄팔라에 있는 교회로서 집회를 가지며 떡을 떼어 왔습니다.  2003 년 

미국에서 두 부부가 캄팔라에서 섬기기 위하여 이주했고 2005 년 초반부터 그 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당 형제의 일꾼들이 세우고 활성화 시킨 그 

“상의 증거들”은 사실은 분열의 증거인 것입니다. 

 

• 그 동일한 기록은 브루노가 당 유란 형제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들의 한 일원으로 

동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 형제의 일꾼들 중 하나인, 

다비 훼이오(Davi Fe)가 쓴 보고서에서 브루노는 케냐와 우간다로 여행했고 당 형제의 

일의 한 부분으로 르완다(Rwanda), 부룬디(Burundi), 수단(Sudan)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 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미 2008 년 8 월초부터 브루노 후로사아드는 톨루까에는 

이미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있고, 톨루까와 멕시코시티 두 곳 모두에 인접한 도시인 

탈라네판틀라(Tlalnepantla)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브루노는 아니발과 다른 일꾼들을 톨루까로 데려 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 2008 년 10 월 18 일, 당 유란 형제의 동역자들이 멕시코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브루노 후로사아드는 당 형제의 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의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형제님들과의 수고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이 웹사이트는 당 형제의 일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로 가서, 그 곳에서 당 형제의 



일을 돕도록 격려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당 형제의 동역자 형제들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주님의 회복의 한 일로부터 떠나서 

의도적으로 고립되고 독립된 일을 위해 그들의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경고 편지(참조 

http://www.afaithfulwitness.org/korean/warnings/index.html) 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에서 브루노 형제가 진행시킨 일은 지속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것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당 형제의 동역자들이 만든 성명서를 통하여 멕시코에서 그들이 하려는  

일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8 년 11 월 2 일 브루노 후로사아드형제가 톨루까에서 머물 

당시 아니발 아란씨비아는 당 형제의 몇몇 동역자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그는“멕시코에서 그 일의 확장”이라고 했고, “그 지시는 앞으로 전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다른 성명서들은 주님께서 멕시코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과 또한 

여기에 주님의 회복의 증거로서 얻어진 4000 명의 성도들과 77 개의 교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3. 여러분은 브루노 후로사아드가 “톨루까 교회의 첫 번째 집회”를 세웠다고 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브루노가 그 집회와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발 아란씨비아의 이메일이 보고하는 

바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분열적인 집회는 “당 형제의 일꾼들의 팀”의 방문 기간동안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4. 브루노 형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멕시코 교회들 집회에서 격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2008 년 9 월 30 일 편지에서 우리는, “브루노 형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당연히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폴한(Paul Han) 형제는 

에스라 마에게 보낸 한 이메일에서“우리는 그가 멕시코에 있는 어떤 지방의 교회들 집회에 

참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톨루까에서 현재 모이고 있는 집회를 떠나 또 다른 

집회를 시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고 편지는 또한“이 

젊은 형제는 멕시코시티 교회의 어떤 모임들에 왔었고 교회의 교통안으로 받아 

들여졌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교회들과의 교통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모두 

그가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5. 브루노 후로사아드는 톨루까에 살고 있습니까? 

브루노는 메테펙(Metepec)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톨루까의 집회들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테펙은 톨루까의 외곽지역(suburb)입니다. 브루노의 현재 거주지는 

톨루까에서의 분열적인 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2008 년 9 월에 브루노는 

톨루까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조금 후에 메테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교외로 이사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과의 교통을 떠나 톨루까에서 분열된 “교회”나 “상”집회를 세울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증거인 모든 지방 교회들과의 공통적인 교통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그룹이 하나의 입장 안에 서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통적인 교통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방 교회가 아니라 지방 분파인 것입니다. 

 

브루노는 톨루까에서 메테펙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단지 한 특정 도시의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사한 분열적인 상황에 

대하여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하나님, 한 육체되심, 그분의 육체되심 안에서의 한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서의 못 박히심, 

한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안에서의 한 그리스도로부터 그 한 몸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감히 이 몸을 나누려고 하겠으며 이 몸 안에서의 어떠한 

분열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와 함께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오늘날 감히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한 형제는 반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분열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 곧 애너하임 안에서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 분열을 해제시키던지 애너하임 밖으로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혹시라도 당신이 그 

분열을 화성으로 옮길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분열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열은 분열인 것입니다. 결국 그 분열은 애너하임에서 교회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한 주변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러한 반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몸, 그리고 한 영,83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