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섞이는 동역자 21 명이  2005년과 2006년에  

타이터스 주 형제에게 보낸  몇몇 서신들에 관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갖는 특별한 교통 

 

아래에 서명한, 섞이는 동역자 21 명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타이터스 주 형제에게 보낸 몇몇 서신들에 관해 
공개적으로 교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서신을 썼을 때 우리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그러한 서신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이러한 교통에서, 
우리는 그 서신들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서신들을 공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신들을 가볍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공개하는 것임을 우리의 순수한 양심으로 
증언합니다.  

2005 년 6 월부터 2006 년 6 월까지 우리는 섞이는 모든 동역자들을 
대표하여 타이터스 주 형제에게 세 통의 심각한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 가운데서 여러 
해 동안 있었던 교통의 결과였습니다. 그 서신들은 점점 더 분열적인 
방향으로 일하는 타이터스 형제와 그의 몇몇 동역자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조망과 갈망으로 쓰여졌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타이터스 주 형제와 그의 
사역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 특히 교회들 간에 혼란을 가져온 그들의 다른 
가르침을 담은 그의 출판물들이 확산되어 생긴 문제들에 관한 많은 보고가 
동역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2005년 3월에,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주님의 
권익에 관해 교통하기 위해 온 땅의 여러 곳에서 온 50여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 타이터스 주 형제와 
그의 출판물들과 그의 동역자들 중 몇몇이 교회들과 일에 있어서 온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지극히 혼란스런 그러한 
증언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타이터스 주 형제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전하고, 주님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세우는 
독립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멈추라고 간곡히 권면하기 위해 주 형제에게 
비공개적인 서신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2005년 6월 4일에 타이터스 주 형제에게 쓴 편지는 비공개적인 
것이었지만, 주 형제는 미국의 오대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백 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그 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후에, 타이터스 주와 
함께 일하는 이들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쓴 서신의 여러 부분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서 언급하고 클리블랜드 교회가 발간한 
잡지에 실어 출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쓴 편지의 문장들을 그 기사들의 
문맥에 적당하게 인용하여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2005 년 6 월 4 일에 쓴 
서신을 첨부한 것은, 성도들이 그 서신의 신중하고도 관심어린 성격을 알 뿐 
아니라, 타이터스 주 형제와 그가 심히 해치고 있는 주님의 회복의 하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번째 서신을 보낸 후로, 타이터스 주와 그의 몇몇 동역자들은 
시대의 사역과 섞이는 동역자들과 리빙스트림미니스트리( Living Stream 
Ministry) 를 더욱더 맹렬히 공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이터스 주 형제에 대한 우리의 계속적인 관심과 근심어린 염려를 
설명하는 두 통의 서신을  2005년 8월 25일과 2006년 6월 27일자로 그에게 
더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보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처음의 두 서신을 언급하며 반응하는 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기나긴 반응의 글은, 섞이는 동역자들 중 여럿, 
특별히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비난과 
빈정거림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거짓 비방들과 악한 암시의 말들은 
앞으로 동역자들에 의해 하나하나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터스 주 형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 역사를 회복 전체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 우리는 위에서 말한  2005년 6월 4일, 2005년 8월 25일, 
2006 년 6 월 27 일자 서신을 첨부했습니다. (이 서신들은 
www.afaithfulword.org/corresp/specialfellowship.html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이러한 서신들을 보면, 항상 우리의 동기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역자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의 요인이 되는 데서 구출하고, 그의 
사역을 받는 교회들을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과의 완전한 
교통 안으로 되돌리며, 회복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더 손상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서신들을 읽을 때 한 면으로는 순수성과 
냉철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읽고, 또 한 면으로는 선입관이나 편견이나 
호기심이 없이 읽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러한 서신들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타이터스 주 형제를 도우려고 했던 그 
영을 감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회복의 하나를 지키고 본래의 무결한 
상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부담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몸의 교통 안으로 회복되고 온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평강 안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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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며 함께 종 된 이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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