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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원죄없으신 성모님 관구 

 

 

출 생 : 1955년 7월 29일 오하이오 프레몬트 

서 원 : 1976년 6월 18일 오하이오 톨레도 

사 망 : 2014년 11월 28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장 례 : 2014년 12월 4일 오하이오 톨레도 

매 장 : 2014년 12월 4일 오하이오 톨레도 부활묘지 

 

 

삶의 마지막을 위해 처음도 만들어졌으며, 이 최상의 지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브라우닝 

 

11월 28일 금요일 이른 저녁, 오드리 마리 엘프링은 59세를 일기로, 38년간 그토록 충실하게 

섬겨오던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돌려드렸다. 오드리 스타릭과 로버트 엘프링의 가정에서 태어난 

오드리는 아홉 남매 중 하나였으며, 오하이오 프레몬트의 성심 초등학교와 로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수도 성소를 느낀 오드리는 1973년 8월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였다.  

 

수녀는 34년간을 오하이오, 미시건, 인디아나, 플로리다에서 교사 혹은 교장으로 봉사했는데, 

교사이면서 멘토이자 친구로서 크게 인정받았으며, 사람들은 수녀를 헌신, 조직력, 신뢰성,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에 대한 투신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녀는 학생 목록뿐 아니라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교실의 그룹 사진도 간직하고 있었다.  

 

수녀는 특히 수학 영역과 종교 연구에서 재능 있는 중학교 교사였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지녔던 수녀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그들의 

연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패스와이즈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과 혁신적 교육자 

프로그램에서 받았던 교육과, 기금 지원 청원에 대한 기술로 인해 수녀는 종사했던 학교에서 

귀중한 교직원으로 꼽혔다.  

 

오드리 수녀를 친구로서 알게 된 이들은 수녀가 얼마나 신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각자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는지 기록했다. 수녀가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서 사랑 받았던 

것은 참된 기쁨과 유머감각을 통해서였다. 카드 보내기, 친구와 가족 방문,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는 일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수녀의 사랑과 배려를 알 수 있었다. 영적 숙고 중에 

수녀는 사랑과 용서에 충실한 하느님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그랬기에 아버지의 사랑의 포옹을, 

수녀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시켰다.  

 

심한 병을 앓던 8개월 간, 오드리 마리 수녀는 결코 유머감각을 잃는 법이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과 생생한 웃음을 간직했다. 클리블랜드 병원의 환자였던 오드리 마리 수녀는 

천상에 계신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디 이제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수녀를 기리며 열어주신 잔치를 즐기기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