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칠레 8 지역의 카네떼 시에 있는
당 형제의 동역자 호엘 발렌수엘라가 배포한 서신
산띠아고 2007년 7월 16일.
당 형제의 아들 안드레를 통하여, 현재 효력 발생이 된 당 형제의 지침들.
다음을 신실한 형제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이하 내용은 당 형제가 살펴 확인해 보고 전달하는 지침입니다.
I. 남쪽으로 여행하여 교회들을 방문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들이 빌라델비아
의 위치를 떠났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떠난 이들입니다.
비록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이들이 집회소에서 몇몇 성도들을 추방해 그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었을
지라도 그렇게 일부 성도들을 쫒아낸 그들이 사실상 오히려 떠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물질적인 집회소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디아데마 교회(the Church In Diadema) 안에 5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교회의 인도자들
이 악 영향을 받아 교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당 형제의 사역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그들
이 소위 “시대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르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5명의 형제들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기도 집회들과 사역 집회들에 계속 함께했으되 아무런 누림도 가지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적극적인 형제들은 집회소 문제 때문에 같은 집회소에서 계속 함께 모이기를 원
했지만 그 반역적인 인도자들은 자물쇠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그 때 그 적극적인 형제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적극적인
형제들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빌라델비아와 동일한 노선에
따라 남았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역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떡 떼는 집회를 계속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따로 떡 떼는 집회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
만의 떡 떼는 집회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된 그들 자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집회소 문제는 물질적
인 건물의 문제일 뿐 영적인 문제와 무관한 것입니다.
II.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당 형제가 무언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이미 그 문제에 관해 명확하고 분명하
게말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고 피해를 입은 성도들 모두를 회복하고 치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에 확실하게 남아있기로 한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들을 접촉하지 마십시오.
Ⅲ. 우리는 형제들을 접촉할 때 그 성명, 주소, 유선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등등 가능한 모든 방면의 정
보를 입수해서 교회 안에서 적극적이고 믿을만한 형제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둘 수 있도록 해야
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형제들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이 드러남에 따라 그들 중 누가 우리
동역자들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