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 기념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성 마리아 산 고아원의 자리에 기념판 설립 

2014년 5월 6일 

 

7월 후반의 한 아름다운 여름날, 미국의 4관구 대표들을 포함한 2013년 미국 금경축 수녀들은 

경축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날은 우선 문서고 담당 메리 엘리사벳 우드 수녀와 

만나 수녀가 이끄는 대로 유명한 유산 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녀들은 성 앤드류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클리블랜드의 가장 초기 기관 중 하나로써 1884년 

여자 아이들을 위한 성 마리아 산 고아원이 있던 수녀회의 초창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창설자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은 사도직의 마지막 시기를 보냈고 1889년 5월 

6일에 고아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녀들 중 하나가 노틀담 수녀회에는 신성한 장소인 이 곳에 기념판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서가 작성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마가렛 메리 길모어 수녀가 이러한 기념판을 세우는 

일을 제안했었고 메리 패트리샤 개논 수녀가 이미 기념비에 

새길 문구를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네딕도 수도원의 현 행정부는 이 기념 표지판에 대한 제안을 

관대히 받아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묘비를 맡고 있는 

솔론 그래닛 메모리얼 워크사가 이 기념판을 준비해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2014년 5월 6일 아름다운 봄날, 타원형의 멋진 돌판을 손쉽게 

관리유지 하기 위해 지면과 같은 평면으로 본래의 건물 자리에 

설치했습니다. 고아원의 자리에는 현재 클리블랜드 성 앤드류 

보라드 베네딕도가 서 있습니다. 2013년 여러 명의 샤든 관구 

경축 수녀들과 다른 수녀들이 이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게리 후버 신부, OSB가 기념판을 위해 훌륭한 축성식을 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념판이 놓이고 난 직후 성 요셉 묘지에서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의 묘지 십자가도 교체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41명의 다른 노틀담 수녀들의 묘지를 

나타내던 본래의 십자가는 1956년 메리 패트리샤 무엔크 

수녀가 세우도록 마련하였는데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 볼브링 수녀와 마가렛 메리 길모어 수녀는 

이제 하느님께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노틀담에서 시작하신 

위대한 과업이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딕도 회 행정부의 게리 후버 신부는 수도회 부지에 

기념판을 세울 수 있게 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솔론 그래닛 메모리얼 워크 사 

직원들이 새 기념돌판을 놓고 있다. 



여러분의 지향을 리더십 팀에게 전달하였으며 돌판에 대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인 승인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선배 수녀님들께서 이루셨던 선업은 우리 소중한 땅에서 생생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수녀님들의 투신과 주님을 위한 봉사로 축복받으시기를 빕니다.”  

 

 
 

 
 

 
 

메리 죠앤 밀러 수녀, 메리 버지니아 리싱 

수녀, 메리 앤 버키 수녀, 캐롤 마리 

맥헨리 수녀, 메리 패트리샤 텍만 수녀가 

기념판 뒤쪽에 서 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성 마리아 산 고아원이 

자리했던 곳에 마리아 알로이시아 볼브링 

수녀님을 기념하는 기념판  

게리 후버 신부가 기념판을 축복하는 동안 메일 

제인 보크 수녀, 메리 앤 버키 수녀, 가브리엘 

발라조빅 수사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