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09년 1월 30일
당 형제님과 동역자들께:

우리는 부루노 후로사아드(Bruno Frossard) 형제가 브라질에서 톨루까(Toluca)로 이사
하여 멕시코시티 교회의 여러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여러분들이 톨루까
에서 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들은 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멕시코에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함께 섞이고 동역하는 교통 안에서 수년 동안 수고해왔음을 진술하는
편지를 2008년 9월 30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에 하나의 터에 서 있는 성도들
을 많이 일으키셨고, 주님의 상 집회 역시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교회
성장에 어떤 혼동도 없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곳 성도들의 수고와 교통을 존중하고,
톨루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 온 교통과 동역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일꾼들도 보내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 형제님의 동역자인 에스라 마(Ezra Ma) 형제님은 9월 30자로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곳에는 분리된 집회를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꾼들은 약속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지 단 한 달 만에 톨루까 교회와 분리된 집회가 여러분의 일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심지어 그것을 톨루까 교회의 첫 번째 집회라고 선포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걱정스러웠고 당혹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교통 후에, 우리는 하나의 터를 완전히 무시
한 채 여러분의 일꾼들에 의해 “시작된” 것은,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 분열이라는 확고한 결
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분열을 일으켜왔으며 여러분 스스로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과
교통하는 것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멕시코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귀하의 일, 귀하의 일꾼들, 귀하의 출판물들과 아
무런 관계도 갖지 말 것을 경고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또한 귀하의
일꾼들에게 우리가 수 년 동안 워치만 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신약 사역에 따라 그분의 증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해 온 교회들
에 관여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혼동과 분열을 일으킨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귀하의 일을 선
전하려고 멕시코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을 접촉할 목적을 가진 어떤 일꾼들이나 믿는 이
들을 보내지 말아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귀하가 분열의 일을 중지하고
몸의 교통 안으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만 아니
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야기시킨 허물을 스스로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보
낸 경고문의 복사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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