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09년 2월 8일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스페인에서의 일과 교회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형제들로서 우리는 과거 몇 년 동
안 스페인에서 행해진 분열적이고 속이는 일에 관해 여러분께 경보를 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페르난도 아구에라(Fernando Aguera) 형제는 2005년에 마드리드에 왔습니다. 그와 당 형
제의 일을 대표하는 다른 이들은 그때부터 주님의 회복의 전반적인 사역과 일에 경쟁하며
당유란 형제의 다른 가르침을 공격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형제들이 페르난
도에게 멈출 것을 특별히 요청했고 그가 멈추리라고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진
행되었습니다.

당 형제의 일꾼들은 또한 스페인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과 교통 없이 집회들을 세웠습니
다. 이 일은 주님의 종에 걸맞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빛의 자녀들(엡 5:8)에 걸맞지 않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사역의 참된 사역자들은 그 사역을 간교하게 수
행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수행합니다(고후 4:2, 참조 엡 4:14과 각주). 우리는 여러
분께 당유란 형제의 일꾼들이 하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골 2:4).

2006년 후반 페르난도가 당 형제의 동역자 두 명과 같이 스페인 전역을 여행하며 당
형제의

사역과

출판물을

선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바르셀로나(Barcelona),

코르도바

(Cordove), 후엘바(Huleva), 마드리드(Madrid), 말라가(Malaga), 발렌시아(Valencia), 발라
돌리드(Valladolid)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당 형제의 일꾼들이 하나의
출판의 일로 한정하는 것에 관한 동역자들의 교통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LSM(Living
Stream Ministry)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관해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페르난도 자신은
마드리드 교회의 기도 집회와 사역 집회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교회에서
보고있던 사역 집회 비디오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을 “배역한”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는 페르난도와 당유란 형제의 다른 동역자들이 그들의 일을 위해 훈련 센터를 세우고, 당유
란 형제의 출판물 배포를 위해 소형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며, 특별집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과 스페인에서 주님의 회
복을 수행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서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교통 없이 이루어졌습
니다.

2007년 2월 14이 마드리드에 있는 형제들이 페르난도의 독립적인 일에 관해 대면했을
때, 그는 당 형제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하는 유럽의 일에 널리 관련되어 있는 솔로몬 마
(Solomon Ma) 형제가 당 형제의 일꾼들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조 데이비스(Joe
Davis)에게 이야기했고 조 데이비스가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조 데이비스는 한 해 전에 솔로몬과 유럽에 있는 당 형제의 일꾼 중 하나인
조아오 안토넬리(Joao Antonelli)에게 유럽에서 일어나는 당 형제의 일꾼들의 독립적인 행동
을 알게 되고 당 형제의 출판물이 퍼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은 놀라움과 경고를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본과 방향을 따라서 유럽에서
수고하는 형제들과 아무런 교통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형제들이 이
편지와 내용에 대해 페르난도에게 언급했을 때 그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
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접근을 달리하여 유럽의 동역자들, LSM,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 리
형제님과 전반적인 동역자들에 대해 악성 비판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후로 페르난도는 바르셀로나로 가서 분열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소위 ‘주님의 상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2007년 2월까지 10년 동안 그곳에
서 모여온 기존 성도들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세 명의 동역
자들−셔먼 로버트슨(Sherman Robertson), 빅터 몰리나(Victor Molina), 폴 한(Paul Han)
−은 페르난도를 방문해서 그에게 기존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합법적으로 주님의 상 집회를
갖는 것에 관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페르난도는 거짓으로 조 데이비스는 그의
일을 알았고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마드리드에서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 형제의 일이 세운 ‘주님의 상 집회’는 계속 바르셀로나
교회와 분리되어 지속되었습니다. 당 형제의 아들이자 그의 인도하는 동역자 중 하나인 안
드레(Andre)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분열적인 모임에 함께했고 2008년 4월에 거기에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페르난도는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에도 마드리드 교회의 형제들과의 교통 없이, 그들에
게 알리지도 않고 당 형제의 일을 마드리드에서 계속했습니다. 페르난도는 마드리드에 두번
째로 경쟁하는 ‘주님의 상 집회’를 세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난도는 이것을 부
인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페르난도가 성도들에게 압력을 주어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을 떠나서 그의 분리된 집회에 참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정을 얻기 위해
서 성도들에게 그가 마드리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고발은 거짓입니다.

당 형제의 서적을 퍼뜨리고 ‘주님의 상 집회’와 함께 ‘교회들’을 시작함으로써 페르난도
를 돕기 위해서 당 형제의 일에 의해 여러 팀의 일꾼들이 보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도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및 유럽의 동역자들과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과 닫힌 교통이 산출하는 것은, 비록
그 일꾼들이 지방의 터에 교회들을 세운다고 주장할지라도, 분열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

리는 반드시 분명해야 합니다. 지방의 터는 분열을 위한 구실이 아니라 하나의 터입니다.
지방 교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지방적인 표현입니다. 지방 교회의 증거는 교회가 모든

믿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한 교통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진정한 지방
교회들과의 교통을 환영하는 것에 있습니다(고전 1:9). 당 형제의 일꾼들의 실행은 한 지방
에서 단지 두 명의 믿는 이만으로 떡을 떼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지방을 그들의 사
적인 일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 방식입니다. 이 실행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면서도 공통된 교통에서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키
는 이들은 그들이 참된 지방 교회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지
방 분파입니다.

지방 교회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고 다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에게 열려있다. 만일 소위 지방 교회라며 다른 지방 교회들과 교통하지 않으려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의 역사의 반복이다. 교통을 거절함으
로 이러한 소위 지방 교회는 지방 분파가 된다(위트니스 리, 신약 성경 안에서 본 놀라
운 그리스도, 201쪽).

주님의 상 집회의 떡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과 비밀한 몸
의 교통 모두를 가리킵니다(고전 10:16). 이 떡은 우리가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의 공
통된 교통에 참여함과, 주님께서 그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
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주셨고 우리를 그분 자신이 머리인 유기적인 한 몸
안으로 우리를 조성시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공통된 교통을 대표하는 떡이 아닌 다른
떡을 떼는 이들은 그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분파주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고전 11:29).

우리가 분별해야할 첫 번째 항목은 만찬집회의 떡이다. 만찬집회의 떡은 주님의 육신
의 몸에 대한 상징일 뿐 아니라 주님의 비밀한 몸의 상징으로서, 주님의 비밀한 몸은
우주 안에 하나이다(엡 4:4). 우리가 지구 위의 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만찬집회를 가
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의 떡을 뗀다. 왜냐하면 우리가 떼는 그 떡은 그리스
도의 비밀한 몸의 상징으로 우주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
장 17절은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주적인 주님의 한 몸을 상징하지 않고 어
떤 분파를 상징하는 떡은 어느 것이든 분열적인 것이다(위트니스 리, 주의 회복의 간
략한 소개, 83-84쪽)

성도들은 당 형제와 그의 일꾼들이 야기한 문제들과 그들이 일을 수행한 방법들이 다만
개인적인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 형제와 그의
일꾼들이 행한 방식의 특징으로서 다만 스페인과 유럽에서 뿐 아니라 이땅의 여러 다른 곳
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당 형제는 그의 일꾼들에게 그들 자신의 일 밖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라오디게아로 하락했고 그의 일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만이 빌라델비아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라오디게아로 여기는 이들로부터 분리되어 남겨져야 한다는 조망을 주입시켰습니다.

당 형제는 자신의 독립적인 일을 옹호하는 간교한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는 신약
의 저자들을 세 그룹―열두 사도들의 ‘전통적인’ 사역, 사도 바울의 (그가 법적이고 교리적이
라고 정의하는) ‘법리적인’ 사역, 요한의 ‘유기적인’ 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
님은 열두 사도들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그 사역을 종결시키
셨다고 말합니다. 당 형제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직 요한의 사역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 형제는 이 신화를 자신의 사역과 일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높이는 공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니 형제님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역에서 진리를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 니 형제님께 공로를 돌리지만, 니 형제님과 리 형제님의 사역을 ‘법리적’인 것으로 가
치를 저하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그는 자신의 사역이 요한의 ‘유기적인’ 사역의 유일한 연장
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오직 당 형제의 사역과 그 산출물만 주님께서 돌아오
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유란과 그의 동역자들이 다른 일꾼들과 교회들을 완
전히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류의 체계입니다(엡 4:14).

그러므로 우리는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당 형제의 일꾼들이나 그의 출판
물과 그들이 홍보하는 다른 가르침을(롬 16:17, 딤전 1:3-4) 받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들의 열매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일관되게 분열과 혼돈이었고, 그것은 단지 스페인뿐 아
니라 지구의 다른 곳에서도 그들이 갔던 곳에서는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당
형제의 일꾼들에 의해 순진하게 잘못 인도되었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주님 회복 안에 있는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참된 갈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와 교통하여 함께 주님의 권익을 위해 전진하기를 권합
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 유란의 일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들을 만난 성도들은 여러분 지방에 있는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주십시오.

이 편지에 있는 경고는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 모두를 사도들의 가르침인 건강한 말씀
안에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딤전 6:3, 딛 1:9, 행 2:42). 우리의 갈망은 주
님께 협력하여 주님께서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성취하신 것들을 보존하고, 그러므로
교회들이 유럽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행 2:46, 롬 15:6).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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