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8일
다비이 프랑코(David Franco) 형제의 간증
저는 1970년에 주님의 회복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명의 북미 형제들을 사용하시어
저를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존 코원(John Cowan) 형제와 프레드 말리어(Fred Malir) 형제는
봉사하기 위해 브라질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파울로의 교회 생활에는 중국어 성도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중국어) 성도들은 포르투갈어를 말할 수 없었지만, 이 두 형제와 그
아내들은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들의 포르투갈어 교사였는데, 그들은 가정집회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여동생은
자기와 함께 가자고 저도 초대했습니다. 저는 교통을 아주 많이 누렸는데, 특별히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 말리어 형제는 저를 위해 워치만 니 형제님이 쓴 <교회의 길>이란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인상을 받았고 주님은 교회의 이상에 대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상파울로의 장로들은 류추윈(Liu Tsu Yuin) 형제, 당유란(Dong Yu Lan)
형제, 추아 티(Chua Tee) 형제였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청년 집회와 주님의 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교회 생활 후에 프레드 말리어 형제와 존 코원 형제는 상파울로의 장로들과의 교통
안에서 1971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특별집회에 저를 초대했는데, 그 집회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에스겔의 이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저는 처음으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는 특별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집회 후에 저는
주님의 회복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상을 본 후, 저는 제가 받은 이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즉시 브라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장로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하며 제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상을 실행하도록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머물기로 결정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 생활을 누렸습니다.
1973년에 저는 주님께서 창우첸(Chang Wu-Chen) 형제(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동역자)의 도움으로 브라질에서 많은 현지 성도들을 얻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창우첸 형제는 수차례 브라질을 방문했고 여러 도시들에서 특별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
형제는 집회와 특별 집회에서 아주 조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 형제는 주님께서 많은 현지
성도들을 회복 안으로 얻으시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지방들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해
창우첸 형제와 함께 가곤 했습니다. 그해(1973년) 창 형제와 당 형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특별집회에 참석했는데, 저에게 브라질로 돌아가 교회생활을 도우며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리 형제님과 교통하기로 결정했고, 형제님과 저는 둘 다 제가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브라질로 돌아갔고 상파울로에서 교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적은 인수의 중국어 성도만이 집회에 참석했지만, 그들은 항상 저를 위해
통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포르투갈어를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에서 자란, 중국어 성도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십대들과
청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당 형제와 함께 벨로 호리존떼(Belo Horizonte) 시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중국인 가정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주님은 현지의 젊은 성도들 몇 명을 얻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당 형제는 교회에 관한 진리로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75년에 주님은 여러 지방들에서 젊은 현지 성도들을 점점 더 많이 교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청년들은 당시에 인쇄된 니 형제님의 서적들을 읽음으로써 얻어졌습니다. 긴급한 필요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청년들이 비공식적으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라이프 스타디>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공급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요한복음, 약간의 소책자, 약간의
찬송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당 형제는 출판 사무실을 열기로 결정하고 니 형제님과 리 형제님의 책들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 책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출판을 통해 브라질에서 하신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파울로 교회의 장로들(류 형제, 당 형제, 차우 티 형제)은 교회 집회에서 이
주제로 계속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대만 출신의 동역자인 사무엘 쳉 형제가 청년들, 그리고
브라질에서의 일을 돕기 위해 브라질로 이주했습니다. 1970년 중반에는 창우첸(Chang WuChen) 형제도 종종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엘 쳉 형제는 특별히 브라질 사람들 가운데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을 잘 도왔습니다. 두 동역자는 교회들을 방문했고 특별집회들을
인도했습니다. 당 형제는 그들과 함께 여행은 했지만 말씀을 그다지 많이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 형제는 일 년에 적어도 두 번은 로스앤젤레스의 특별집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후에 그는 리
형제님의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애너하임으로 갔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 형제와
함께 이 훈련들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성도들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번은 브라질에서 100명 이상의 성도가 애너하임 훈련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당 형제는 브라질로 돌아와서는 훈련의 테이프들을 들었고, 일년에 두 번 리 형제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전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특별집회를 가졌습니다.
1984년에는 리 형제님이 브라질에 오셨습니다. 형제님은 신성한 경륜에 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브라질의 상황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누리고 있었고, <라이프 스타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
형제님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자 우리에 대한 형제님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리 형제님의 서적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였습니다. 1984년 이후로 리 형제님은 다시 브라질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1986년 이후로 당 형제는 점차로 리 형제님이 해방하신 사역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
형제가 전한 메시지들의 주제는 여전히 애너하임의 훈련에서 주어진 것과 같았지만 내용은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리 형제님과 같은 개요는 사용하되 그 내용을 따르지 않다가, 곧
개요도 전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당 형제는 훈련에서 공급된 말씀이 너무 높고
결과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가 먼저 메시지들을 소화해서 그것들을 각 지방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용이 변개된 것을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도들을 양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여름과 겨울 훈련
메시지는 애너하임에서 주어진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심지어 그 내용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영어를 알았고 또 어떤 이들은 애너하임의 훈련에 참석했기
때문에 메시지들의 차이점들을 매우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역의 말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말하거나 읽지 못하는 이들과 여름과 겨울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이 사역의 말씀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1987년 이후에 당 형제는 성도들이 애너하임의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나 지방 교회들 안에서
비디오 훈련을 갖는 것을 장려하거나 격려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에 그는 또한
그 자신이 말한 메시지들을 낱권으로 출판하기 시작했고, 이것들로 교회들이 양식으로 삼은
매주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대치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이어서 1989년 혹은
1990년경에 당 형제는 <오늘의 양식>(Daily Food)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 이르러
그는 <오늘의 양식>의 내용을 위해 수마레에서 반년 마다 가진 특별집회에서 자신이 전한
메시지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말씀과 매우 달랐습니다.
1986년경에 당 형제는 사무엘 쳉 형제가 교회들 안으로 오순절주의를 도입했다며 거짓으로
참소했습니다. 당 형제는 공개적인 집회에서 이렇게 참소했으며, 그것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습니다.
쳉 형제는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었고, 당 형제가 한 일을 알았을 때 브라질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쳉 형제는 오늘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1986년에 당 형제는 창우첸 형제가 이미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된 특별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창우첸 형제가 상파울로 교회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후에 창우첸 형제는 다시는 방문 차 브라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로 교회의 장로들 중 한 사람인 류추윈 형제는 당 형제와의 관계가 불편했고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어 상파울로 교회의 장로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1988년에 당 형제는 떡 떼는 집회를 마친 후에 상파울로 교회에 다섯 명의 새로운 장로들로
베드로 당(Peter Dong), 페르난도 몬테-세라트(Fernando Monte-serrat), 안드레 당(Andre
Dong), 레나또 비롤리(Renato Birolli) 그리고 저를 임명했습니다. 1990년 2월에는 라에르떼
살바도르(Laerte Salvador)가 당 형제와 베드로 당의 요청으로 브라질의 살바도르에서
상파울로로 이주했고 상파울로의 장로들 중 하나로 임명되었습니다. 2002년에 레나또 형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장로직분을 떠났고 상파울로의 장로들로서 베드로 당, 페르난도 몬테-세라트,
안드레 당, 라에르떼 살바도르 그리고 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당 형제는 상파울로 교회의 이사장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규정에서 당 형제는 베드로
당을 교회 이사회의 새로운 부의장으로 세웠습니다. 당 형제는 우리가 임명된 이후로는 교회의
장로 집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 당이 교회와 일을 위한 당 형제의
지시들을 가지고 매주 장로 집회에 왔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당 형제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임명한 때부터 당 형제는 또한 상파울로 교회의 정규 집회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규정은 의장과 부의장만이 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이들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장로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진리를 따라 실행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류 형제가 봉사할 때에는 그가 당 형제를 균형 잡히게 했지만 1988년부터는 거의
모든 일들이 모든 장로들과 교통 없이 당 형제의 갈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당 형제와
그의 아들들은 교회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 또한
나머지 장로들이 다루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래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1. 2003년에 안드레 당과 베드로 당은 다른 장로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로
교회의 4집회소를 매각했습니다. 이어서 아무런 교통 없이 그들은 교회를 위한 더욱 큰 집회소를
짓기 위해 넓은 땅을 샀고 베드로 당이 건물을 짓도록 안배했습니다. 그들은 당 형제가 사도이고
주님에게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땅을 매입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도의 뜻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사도의 뜻에 대항한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
형제들-라에르떼, 페르난도 그리고 저-은 당 형제, 베드로 당 그리고 안드레 당이 상파울로
교회와 관련하여 취한 이러한 독립적인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적인”
형제들로 간주되었습니다.
2. 상파울로를 포함한 남미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 (당 형제의) “일”에 그들의 헌금의 5%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집을 위한 헌금”이라고 불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헌금들이 당 형제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 돈은 당 형제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은 고지할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3. 개인들도 역시 “일”을 위해 헌금하도록 격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도 당
형제에게(“그 일”에) 직접 헌금하는 것이며, 그 돈에 대해 당 형제는 원하는 대로 사용할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한 실행은 “물질적인 풍성의 사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잠재적인 “물질적 풍성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초청 연사인 당 형제와 베드로 당과 함께하는
저녁식사가 안배되었는데, 그 시간의 핵심은 매달 당 형제에게 적어도 1000 레알(약 $550-역자
주)을 헌금하는 약정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행으로 사업가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불러 당 형제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그 일에 매달 일정액을 드리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 이르러 당 형제와 그의 몇몇 동역자들은 (당 형제의) 일과 브라질과 남미의 교회들이
주님의 특별한 것인 양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약 200명 정도의 브라질 성도들이
대만으로 갔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브라질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의 특별한 몫을 선전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 많은 성도들은 브라질과 남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특별히 리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신 후에, 한 가지가 아주 많은
성도들을 불쾌하게 했는데, 그것은 섞여진 동역자들, 훈련들, 일곱 차례 절기들과 미국의
교회들에
반대하는
비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1999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곧 이어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교회들은 살아 있거나 유기적이기보다는
법리적이 되었고, 미국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에 이르러 상황은 어떤 형제들이 훈련 집회, 전시간 훈련, 특별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완전히 저지당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일곱 차례 절기들에
참석하는 것에 관해 당 형제나 그의 동역자들과 교통할 때, 그들은 만일 훈련 집회나 기타 집회
등에 간다면 분명히 소극적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애너하임 전시간 훈련이나 훈련 집회, 애너하임이나 러시아에서 열린 특별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당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등록을 마친 성도들이 당
형제나 그의 동역자들과 교통을 가졌는데, 그들은 참석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인 것처럼 교통하여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2004년에 이르러 브라질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여름 훈련과 겨울 훈련에
직접적으로든 비디오로든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발생한 매우 심각한 문제는 사복음서에 대한 당 형제의 메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는 그 영 안에서 쓴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에스탄시아 아르볼 다 비다(Estancia Arvore da Vida)에서의 특별집회 동안 그러한 엉뚱한
교통을 들었을 때 저는 재빨리 당 형제의 동역자 중 하나인 미구엘 마(Miguel Ma)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미구엘 형제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당 형제의 교통에 관해 제가 받은 느낌을
당 형제에게 통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구엘은 당 형제에게 내 느낌을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당 형제는 이 문제에 대해 저에게 할 말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형제는 이것은 그가 전한
것이고,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당 형제는 여러 번 진리에서 벗어난 동일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테이프로 녹음이 되었고 성도들 사이에 많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 형제의 동역자들은 권위의 문제에 관해 많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특별히 당 형제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당 형제의 말과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당은 여러 번 당 형제가 “위임을 받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야 하며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가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복종해야만 한다. 우리가 아니라 당 형제가 주님과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파울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 형제의 <오늘의 양식>을 읽는 것은 거의 강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가족 모두를 위해 그 책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종종
성도들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이 책을 샀습니다. 대다수의 책임 형제들은 그런 상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반역적’이며 ‘사도와 하나가 아닌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매번 어떤 형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마다 그들은 <오늘의 양식>에
근거하여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주님의 회복의 현재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인도하는 여러 성도들은 집회에서 주제는 <오늘의 양식>이 다룬 일반적인 주제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라이프 스타디>의 내용이나 리 형제님의 다른 책들에
기초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은 우리를 “사도에
반역하는 자들”로 간주하였습니다.

2005년에 당 형제는 브라질리아 출신의 한 형제를 상파울로 교회의 장로가 되게 했습니다.
페르난도, 라에르떼와 제가 교회 안에 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아무런 교통도 없이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형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그는 상파울로에서 당 형제의 사역과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파울로에 오게되었습니다. 그가 상파울로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첫 번째 일들 중
하나는 에디토라 아르볼 다 비다(Editora Arore da Vida, 생명나무 출판사)의 많은 봉사자들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에디토라 아르볼 다 비다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미의 교회들은 워치만 니 형제님의 <권위와 순복>을 읽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상파울로 교회
역시 이 책을 읽었고, 이 기간 동안 베드로 당이 전한 메시지는 항상 ‘사도를 대항했던
반역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집회에서 합당한 권위의 자격에 관하여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서 저는 사실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시며 모세가 가졌던 권위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당과 일데우 로드리게스 도스 산또스(Ildeu Rodrigues
dos Santos)는 재빨리 일어나 외치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이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아래 있는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인 2005년에 저는 안드레 당과 베드로 당을 대신한 당 형제의 또 다른 동역자의 호출을
받고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당 형제에 관하여 제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드, 나는 당신이 미국을 여행한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은
그들에게 우리에 관하여 좋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 형제의 동역자들 중 하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 형제님과 100% 하나요.
형제님이 무엇을 말하든 나는 동의하오!”. 그들은 만일 내가 동역자나 장로이기를 원한다면 제가
100% 당 형제와 하나여야 하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 형제의 동역자와 장로 지위에서
사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주: 브라질의 많은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강요되었으며, 이것은 그들이 그 일에서 또는 그들의 교회에서 인도자이기 위한 조건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집회들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파울로 교회의
터가 그들에 의해 변개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사람-“사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 됨의 요구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 자신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일 후 베드로 당은 모든 책임 형제들(집사들)과 장로들의 비밀 모임을 소집했고 그들에게
라에르떼 살바도르, 페르난도 몬떼-세라트와 저는 더 이상 당 형제의 동역자들이 아니고
상파울로의 장로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 이후에 몇몇 형제들이 그들이 들은
것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해 우리에게 전화했을 때 우리가 장로 직분에서 제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파울로 교회의 터가 변개되었기 때문에 상파울로 교회에서 더 이상 떡을 뗄
수가 없다고 느꼈지만 한 동안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반역자들”에 반대하는 말들이 너무나
강해서 저의 친척들 중 많은 이들은 저를 그들의 집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임시로 내 가족들 일부가 있는 텍사스 어빙으로 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빙 교회는 기뻐하며 제 아내와 저를 받아주었고,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저는 당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이
저와 페르난도, 몬떼-세라트, 그리고 라에르떼 살바도르와 다른 성도들을 “반역적인 자들”로
규정한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라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은 집에서 비디오들과 CD들과 DVD들을 통하여
사역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브라질과 남미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남미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