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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드 엔젤리스 수녀 (SISTER MARY DE ANGELIS) ND  3450 

 

막달레나 엘레노어 보스웰 (Magdalena Eleanor BOTHWELL) 

 

 

 

미국, 오하이오 샤든 그리스도 왕 관구 

 

 

출 생 : 1914년 10월 18일   펜실베니아 캐릭 

서 원 : 1936년 8월 17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 2014년 10월 3일   샤든, 건강 관리 센터 

장 례 : 2014년 10월 8일   오하이오 샤든 

매 장 : 2014년 10월 9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엘레노어가 태어난지 4년만에 어머니 막달린(웨버)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 제임스와 두 명의 어린 자녀들만 홀로 남게 되면서, 대가족이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돌보았다. 여러 번의 이사 후, 가족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정착하고 엘레노어는 

중등 과정을 위해 토마스 아퀴나스 학교에 입학하였다. 1929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누이에게 자녀들의 양육을 맡겼고, 엘레노어는 8학년 과정을 위해 클리블랜드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니게 되었다. 엘레노어는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1933년 9월 

8일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였으며 착복때 메리 드 엔젤리스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메리 드 엔젤리스 수녀는 여름학기와 주말에 과정을 수강하여 교육대학을 마쳤고, 

클리블랜드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학사학위를, 행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수녀는 30년 이상 오하이오, 테네시, 플로리다, 워싱턴 DC 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교장, 

지역 감독관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중 10년간은 워싱턴의 교사 양성을 위한 모델 학교였던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 캠퍼스 스쿨에서 보냈다. 메리 드 엔젤리스 수녀는 워싱턴의 

무염시태 성지에서 아이들에게 첫 영성체를 준비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1971 년, 수녀는 후에 로욜라 프레스에서 아동용으로 출간된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이라는 

새 종교 교과서를 출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파견되었다. 수녀들이 이룬 팀과 함께 

하는 동안 엔젤리스 수녀는 14년간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수녀의 글쓰기 솜씨와 리더십, 

비전, 이 엄청난 작업에 필요한 격려를 제공하곤 했다. 수녀는 결단력이 있었고 초기 출간에, 

또한 너무나도 필요했던 이 시리즈의 커다란 교정 작업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현재 이 

교과서들은 인쇄물이나 전자 형식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0 일 피정을 하면서 수녀는 로마에서 성체조배 수녀가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보았다. 

건강 상태 때문에 로마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못했지만 모관구에서 기도 사도직에 임했다. 

1993 년 이래, 수녀는 매일의 방문, 친절함, 연민과 기도로써 건강 관리 센터에 있는 수녀들을 

위해 봉사했다. 기도 사도직을 통해 수녀는 가족, 친구, 다양한 사도직을 통해 만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사랑했다. 수녀는 세상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코 

알지 못했던 모든 이들도 기억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비추어 주었던 수녀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한다. 이제 메리 드 

엔젤리스 수녀가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있어 기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