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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프랑수아 수녀 (SISTER MARY FRANCOIS)  ND 4045 

 

안투아넷 자뽀네 (Antoinette ZAPPONE) 

 
 

미국, 오하이오 샤든 그리스도왕 관구 

 

출 생 : 1923 년  5 월  2 일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서 원 : 1946 년  8 월 16 일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사 망 : 2014 년 12 월  4 일 샤든, 건강관리센터 

장 례 : 2014 년 12 월 10 일  오하이오, 샤든   

매 장 : 2014 년 12 월 10 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묘지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도록 하여라.” 

안투아넷은 1919 년, 이탈리아에서 뉴욕주 뉴욕시로 이주한 에누제니오 자뽀네와 아순타 자뽀네의 딸들 

네 명 가운데 둘째였다. 문서에는 수녀의 가족이 1923 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로 이사를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화적 장애, 대공황, 세계 2 차대전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녀의 가족은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이 시기를 보냈다. 가족들이 루르드 성모님 본당의 신자가 되면서, 안투아넷과 그 

자매들은 노틀담 수녀회의 수녀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안투아넷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 년간의 

실무 경험을 마친 후에 노틀담수녀회에 입회했다. 착복 때는 성녀 쥴리의 친구, 프랑수아즈를 기리는 

메리 프랑수아라는 수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특권으로 여겨졌다. 

메리 프랑수아 수녀는 성요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본당 소속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 

교사로서 10 년동안 사도직 활동을 했다. 그런 다음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쥴리 

비야르 학교에 파견되었는데, 이곳은 1954 년 노틀담수녀회에 의해 시작된 대안 초등학교였다. 처음에는 

염려가 되었지만, 수녀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제게 바라신 일이었어요. 제가 

갈 길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43 년 내내 메리 프랑수아즈 수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교육적인 경험들을 쌓아가도록 쉬지 

않고 일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행복하고 생기있는 삶을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들을 도왔기에, 부모와 교사들, 학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녀의 사랑과 

헌신의 핵심은 모든 어린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수녀는 확신과 온화함, 평온과 지혜의 여인이었으며, 이 모든 것을 사랑에 찬 미소로 감싸고 있었다. 

성녀 쥴리와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관계와 어린이들을 위한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다 – 수녀는 

자주 “걸어다니는 성녀 쥴리”라고 불리곤 했다. 수녀는 여러 해 동안 접촉하던 많은 가족들과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해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또한 하느님의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도록 도와주었어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들이고,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해요. 내 심장과도 같아요.”   

2008 년, 수녀는 학생들과 부모들, 교사들로부터 많은 눈물과 감사의 포옹을 받으며 쥴리 비야르학교를 

은퇴하고, 관구 본원에서 기도와 환대로 수녀들을 도우며, 보다 고요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신체적인 

조건이 변화될 때조차도 프랑수아 수녀의 따뜻하고 환영하는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은 항상 함께 하는 

듯 했다!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이 메리 프랑수아 수녀님을 감싸안아 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