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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린 챕먼(Erin Chapman)은 케빈 쉬들러(Kevin 

Shideler)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성(last name)을 따

르지 않고 여전히 원래 자기의 성(maiden name)이었

던 챕먼(Chapman)을 사용한답니다. 거기에는 아주 놀

랍고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

제 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께요.

  에린의 엄마 아빠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어린 에린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카메룬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린이 아홉 살 때, 안식년을 맞아 캐나

다 온타리오의 해밀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지 

6일만에  오빠 티모시(Timothy)와 남동생 로스(Ross)

가 말라리아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빠와 

남동생을 잃은 것도 참 슬픈데, 엄마도 간염에 걸려 병

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답니다. 그렇지만 안식년을 마

친 엄마(Ruth)와 아빠(Robert)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에린과 함께 선교지인 카메룬으로 돌아갔어요. 아직까

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였어요. 

  밥 선교사님은 비행기 조종사로, 룻 선교사님은 선교사

님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겼답니

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의 

중요한 책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린에게

는 또 한번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에린의 곁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어

요. 에린은 너무 너무 슬프고 또 힘이 빠졌어요.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잃고 혼자 남게 된 것이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에린을 외롭게 혼자 내

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에린을 위해서 케빈(Kevin)을 

보내 주신 것이지요. 케빈은 에린이 카메룬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린의 부

모님이 돌아가신지 3년 후에 케빈은 에린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케빈와 에

린에게 예쁜 딸을 낳게 해주셨는데 아이의 이름을 알렉

사 룻(Ruth) 쉬들러라고 지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에

린의 엄마의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행복한 가정과 예

쁜 딸을 통해서 부모님과 가족을 잃은 에린의 마음을 하나

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에린이 가지고 있었던 아빠의 유품(돌아가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물건) 중에는 아빠가 에린의 어머

니 룻에게 주었던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그 반지 안쪽

에는 성경 룻기1장16절 말씀인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말씀 처럼 룻과 

밥은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언

제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밥과 룻을 통하여 카메룬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답니다. 밥과 룻의 죽음을 슬퍼

하면서 그와니(K. E. Gwani)가 지은 추모사에 이런 말

이 나온답니다.

  “밥 챕먼은 카메룬의 많은 언어들의 발전에 영원한 

기둥처럼 남아있습니다… 1995년 12월, 밥과 룻은 먼지 

날리고 덜컹거리는 길을 마다 않고 오쿠 언어 성경번역

과 문해사역을 위한 기관인 Oku Language Society를 

찾아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오쿠 언어 사역은 힘

을 얻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들이 뿌린 씨는 엄청

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카메룬 현지 성경번역단체인 CABTAL은 2007년에 

본부 건물을 짓고 밥과 룻을 기념하기 위해 건물 이름을 

챕먼으로 지었으며 감사하게도 2013년에는 오쿠 언어로 

된 신약성경이 모두 번역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밥과 룻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캐나다 온

타리오의 해밀턴에 있는 교회는 밥과 룻을 기념하도록 

예배당의 이름을 지었고, 에린은 엄마와 아빠의 이름

이 붙여진 바로 그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에

린에게는 슬픔과 어려움이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

나님은 에린의 가정을 통해 카메룬 땅에 하나님의 말

씀을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셨지요. 그

리고 에린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슬픔이 아니라 기

쁨의 춤을 출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주셨답니다. 하나

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참 

좋은 분이시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참 좋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며 살아요. 또한 먼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아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

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

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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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세상에는 질병이나 전쟁, 사고 등으로
엄마 아빠를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사사기
사사기
룻기

16:15-31
19:21-30

1:11-18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