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르떼 살바도르 (Laerte Salvador)
개인 간증
1950-1980
저는 형제회에서 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했고 1960년대에 포르투갈어로 다비(J.N. Darby), 매킨토쉬
(C.H. Mackintosh), 윌리암 켈리(William Kelly), 헤이쿠프(H.L. Heijkoop), 스코필드(C.I. Scofield), 커팅(G.
Cutting)의 몇몇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65년에 워치만 니의 출판물들을 접하게 되었고 <정상
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포르투갈에서 출판된 다른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1972년에 네 명의 젊은 형제들과 저는 형제회로부터 포르투갈어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도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형제회들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전파는 변했습니다.
1980-1985
결국, 저는 1980년에 주님의 회복으로 왔고 위트니스 리의 책들을 포르투갈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책자들, <부활의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사람과 두 나무>, <그리스도의 보혈>, <나실
인의 원칙>과 단행본들, <교회의 길>,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실행> 등을 읽었습니다. 그 후, 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를 깊고도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때에 아르볼 다 비다(Arvore da Vida)
출판사는 단지 몇 권의 책만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했습니다. 조금씩 출판물이 증가되면서 그것들은 저를
사역의 말씀 안으로 더욱더 조성되도록 도왔습니다. 1990년부터 저는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로부터 영어
로 책들을 얻기 시작했고 더욱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 저는 당유란 형제의 동역자가 되어 처음 브라질의 북동부에서 파트 타임 봉사를 시작으로 주로
바야와 세르히페 주에 있는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당 형제가 1985년 그의 개인적인 사역을 시작
한 지역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그의 이탈을 알지 못했습니다. 1985년에 당 형제가
그 해에 출판하려 한 첫 번째 메시지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당 형제와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As Riquezas Insondaveis de Cristo)’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메시지
들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의 메시지들은 ‘성막의 이상 (A Visao do Tabernaculo)’이었습니다. 처음
에 이 메시지들은 교회들이 집회에서 사용해왔던 낱권으로 제작된 창세기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의
메시지들을 대치하기 위해 낱권의 메시지들로 출판되었습니다. 당 형제는 1985년 여름 훈련 이후부터는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훈련들과 특별집회들을 더 이상 포르투갈어로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
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의 번역 출판 이후 구약의 라이프 스터디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니엘, 소선지서 등의 제목으로 된 당 형제의 책들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처음에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매주 사용하도록 개별적인 메시지들로 출판되었다가 그 후에 단행본들로 변형되
었습니다. 1989년 혹은 1990년 초에 ‘오늘의 양식(Alimento Diario)’의 출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 오
늘의 양식의 메시지들은 리 형제님의 라이프 스타디에서 취해졌습니다. 그 후 1991 후반에 당 형제는 그
내용을 자신이 전한 메시지들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2005년까지 에스탄시아 아르볼 다 비다에
서의 모든 특별 집회에 참석하여 <오늘의 양식>의 기반으로서 제공되는 당 형제의 말씀의 개요들을 만
들면서 ‘오늘의 양식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것의 교정에 참여했고 출판되기 전에 마지
막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양식>의 내용으로부터 다른 책들이 또한 출간되었습니다.
1989년 말에 저는 여러 기능들을 가진 관리자로 아르볼 다 비다 출판사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실
제적인 관리자들은 베드로 당, 안드레 당, 페르난도 브라가 몬떼-세랕 과 라에르떼 살바도르였는데 모두가

당 유란의 주재아래에서 봉사했습니다. 거기에 출판사의 규칙에 따라 다른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첫째로 사안에 따라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비드 프랑코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아
르볼 다 비다 출판사의 일 중에 다음과 같은 영역을 돌보았습니다.
1. 모든 브라질을 위한 책 판매
1.1. 지방 교회들
1.2. 조력자들(분배자들)
1.3. 버스 서점들(Expolivro)
1.4. 그리스도인 그룹들
1.5. 그리스도인 서점들
1.6. 일반 서점들
1.7. 국제적인 책 박람회들
2. 아르볼 다 비다 지(잡지)를 위한 기사들 쓰기.
3. 국제 집회들에서 당 형제에 의해 해방된 메시지들로부터 온 개요들을 준비하는 것. 이 개요들은 <오
늘의 양식>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되었습니다.
4. <오늘의 양식>의 합성과 개정을 도움.
5.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에서 발간되고 번역된 책들을 추천함.
6. 기독교로부터의 반대를 처리함(베드로 당, 페르난도 브라가 몬떼 세랕 과 함께 활동함)
1990년 주님의 회복에 대한 기독교로부터의 반대는 당 형제가 그의 개인적인 사역을 확장하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사역을 우리의 출판에서 두 번째 위치로 놓는 데 있어서 당 형제, 베드로 당, 안드레 당에
의해 매우 큰 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이름이 목사들 가운데 환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문을 열기 위해” 당 유란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해야 했습니다. 저
는 이런 전략을 믿었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책들은 많은 위트니스 리의 말씀들이 당 유란
의 이름을 사용하여 씌여 졌습니다. 모든 편집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베드로 당은 많은 위트니스 리의 말
씀들을 당 형제의 이름아래 출판된 책들에 첨가했습니다. 베드로 당에 의한 이런 종류의 “편집”들의 한
예는 <요한계시록의 일곱인들>이란 책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책들에 문
을 열어 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 유란의 책들은 스페인어권에서도 출판되었고 널리 확
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 형제의 일은 남미에 있는 주님의 회복의 성도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삼
하 15:6)
저는 이런 전략을 추진했지만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사역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목표는 워
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책들이 진전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저는 특별히 위트니스
리의 사후에 EAV 이사회에서 위트니스 리의 책들에 대한 당 형제의 공개적인 반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
다. 그 시간 동안 페르난도 몬떼-세랕 과 저는 당 형제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고봉의 사역으로부터의 어떤
책들과 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출판된 어떤 책들을 얻었습니다.
2004년 초에 페르난도 몬떼-세랕 은 아르볼 다 비다 편집실의 재정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당 형제는 페르난도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 형제는 한 EVA 이사회에서 강하게 말했습
니다. “편집실은 나의 것이다, 돈은 나의 것이다, 편집실은 다만 내 책들을 출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결
국 제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놀랐고 제가 신뢰하는 다른 동역자들, 벨로 호리존떼에서 온 레이날도 로드
리게스와 당 형제에 관한 교통을 가졌습니다. 레이날도는 베드로 당과 솔로몬 마에게 저의 반응을 알렸

고 즉시로 그들은 새로운 편집실의 관리자와 상파울로 교회의 장로로서 브라질리아에서 상파울로로 동역
자인 일데우 로드리게스(Ildeu Rodrigues)의 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드로 당은 자주 섞여진 형제들의 집회에서 어떤 토론이 일어나거나 결정해야 할 때에 섞
여진 형제들은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자”라고 말하고 그 후 그들 중
한 형제가 리 형제님의 책들을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리 형제님이 그 항목에 대해 말한 것을
조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당은 또한 빅베어에서 조우 데이비스
(Joe Davis)와 가졌던 교통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조우 데이비스가 베드로 당에게
“저는 리 형제님에게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리 형제님을 대면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당에 따르면 조우 데이비스가 리 형제님이 섞여진 형제들을 오늘날 관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은 리 형제님과 계산해야만 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 일데우 형제는 상파울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데우 형제가 상파울로로 오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
은 과정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 편집실과 교회에서의 저의 기능을 취소함. 2) 당 형제와 하나되는
것을 EAV(Editora Arvore da vida)와 상파울로 교회의 교통과 봉사를 위한 기반으로 만들면서 당 형제의
사역을 최고 이상으로 강화시킴, 3) 2005년 국제 특별 집회에서 최고조에 달한 미국에 있는 섞여지는 동역
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킴.
2005년.
2005년 2월 에스탄시아 아르볼 다 비다에서 있었던 동역자들의 한 모임에서 베드로 당은 리 형제님을 향
해 우상숭배를 하는 북미의 동역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영화 벤허를 예증으로 사용했습니다. 영화에서 벤
허가 전투에서 죽은 후에 싸우는 군사들에게 사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여전히 살았다는 인상을 주도록
그의 죽은 몸을 군대의 앞에 전투 마차 안에 버티어 서있게 했습니다. 베드로 당은 섞여진 동역자들이
리 형제님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형제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계시지만 비록 리 형제님이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섞여진 동역자들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말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같은 2월 5일에서 13일 에스탄시아 아르볼 다 비다 국제 집회의 중간인, 2월 12일 토요일 남미의
거의 모든 교회들로부터 온 봉사자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봉사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의 내용은 섞이
는 동역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한 준비들은 당 형제와 캐나다에서 온 세 명
을 포함한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 집회에서 였습니다. 저는 이 준비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불편
하다고 느꼈으므로 저는 그 봉사 집회를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 대신 그 다음날 그의 일에서 사
임하기 위해 당 형제와 개인적인 교통을 갖기로 했습니다.
봉사 집회 동안 저는 집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에스탄시아의 한 방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방에서 걸어 나와 입구에서 그 집회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봉사 집회는 주
로 에스라 마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섞여진 형제들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찼습니다. 에스라
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추가된 장이 마지막 장으로 첨가된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 출판물인 그분의 움

직임 안에 있는 합당한 인도직분아래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신약 사역에 남아있음 의 포르투갈어로 된
문서 1000 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첨가된 장은 리빙스트림에 의해 출판된 원본에는 없는 것인데 모
든 앞의 문서는 특별히 브라질과 당 형제의 일을 장려하기 위해 인도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소

책자는 봉사하는 형제들이 당 형제의 사역과 일이 주님의 현재의 회복 안에서 탁월한 본이라는 것을 믿
게 하기 위해 조작되곤 했습니다. 그 집회의 진의는 섞여진 동역자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었으며
미구엘 마와 저와의 개인적인 교통에 따르면 그는 어떤 동역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미의 교회들에게 준 손상은 이미 저질러 졌으며 결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2월 13일 주일 오전 9시에 저는 당 형제, 베드로 당, 안드레 당 그리고 제가 저를 위해 통역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에즈라 마를 만났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남미에서 그의 일에서 어떤 분깃을 가지도록
위임한 그의 신임에 대해 당 형제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님께서 사용해오신 한 형제로서 그
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그의 일에서 그와 함께 동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
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이유도 말하지 않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내 양심이 나로 계속하
도록 허락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어기는 어떤 것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에게도 제게도 무겁고 감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그와 그의 아들들과의 친밀한 교통이 건
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회나 그의 일에 어떤 문제도 만들지 않기 위해 상파울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그 일을 떠났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당 형제는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베드로 당과 에즈라
마는 그 일에 남아있도록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 형제는 제가 페르난도 몬떼-세랕 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저를 페르난도 몬떼-세랕
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형제는 제게 브라질 북쪽과 중서부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브라질리아나 호이아니아에 살면서 제 작업의 중심지를 만들라고 했지
만 저는 당 형제의 일을 떠나겠다는 제 결정에 견고했습니다. 당 형제는 특별집회의 집회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엘시오 알메이다에게 저와 계속 교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이사하기
원치 않으며 당 형제의 일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 기도할 것에 동의하고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날 에스탄시아에 있는 제 아파트를 팔았고 제 두 번째 아파트가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상을 위해 주일에 7집회소에 있는 교회와 집회로 모였으며 주 중에는 제 이웃에 있는 4집회소로 모였습
니다. 단지 주님의 상 집회만 7집회소에서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장로들은 교회, 그 일 그리고 상파
울로의 형제들과 제 관계를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도들에게 독을 먹일 것을 두려워해서 성도들에
게 저에 대해 독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통하여 장로들은 저와 교통을 갖
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상파울로에서 비밀 봉사집회를 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 형
제에 의해 교회의 행정으로부터 제거되었을 때, 상파울로 주에서 온 약 200명의 인도하고 봉사하는 형제
들을 포함한 집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집회들에서 그들은 페르난도 몬떼-세랕 , 다비드 프랑코 그리고 저
에 대한 많은 비난과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참석했던 형제들이 제게 그들이 필기한 것을 보
여주었기 때문에 이 집회들과 그들의 진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일에 저는 7집회소 주님의 상 집회에 저와 함께 모이고 있었던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알베르또 헤
수스 한디아 형제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상 집회는 본성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섞이는 동역자들과
“세 반역적인 형제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루어진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
지만 모든 이들은 그들이 페르난도 몬떼-세랕 , 다비드 프랑코와 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그 집회는 제가 있기에 아주 어려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회 후에 저는 그것을 더 이상
주님의 상 집회가 아닌 어떤 다른 상, 즉 제가 분열의 상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그 집회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진 집회였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제 이웃에 있는 4집회소로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들 안에는 어떤 자유가 있었습니
다. 페르난도 몬떼-세랕 은 그 집회에 참석했고 마르시오 로드리게스 실베이라 형제가 거기의 인도자였습
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우리를 대항하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경고를 주기 위해 4집회소로 오기 시
작했습니다.
결국 제 두 번째 아파트가 팔렸고 저는 쁘라이아 그란데로 이사했습니다. 쁘라이아 그란데 교회는 정상
적인 교회생활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 때에 사역을 따르기를 선택한 브라질에 있는 첫 번째 교회였습
니다.
라에르떼 살바도르
2008년 6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