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메리 졸레타 수녀(SISTER MARY JOLETTA)  ND 4590 

 

리타 앤 뵐너(Rita Ann BOELLNER)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원죄 없으신 성모님 관구 

 

 

출 생 :                             1935년 10월 16일 오하이오 마우미  

서 원 :                             1955년 8월 16일 오하이오 톨레도 

사 망 :                             2015년 3월 14일 오하이오 톨레도 

장 례 :                             2015년 3월 17일 오하이오 톨레도 

매 장 :                             2015년 3월 18일 오하이오 톨레도 부활묘지 

 

예언자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알리실 때 흔히 웅장함이 아니라 “고요히 

속삭이는 소리”로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곤 한다.  

 

3월 14일 토요일 이른 아침, 메리 졸레타 수녀는 좋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그토록 관대했던 

생애에 대한 영원한 보상의 영광 속에 들었다. 리타는 오하이오 마우미의 베아트리스와 

알로이시우스 뵐너의 맏이였는데 후에 세 명의 여동생과 한 명의 남동생이 생겼고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 리타와 동생들은 성 요셉 학교에 다녔으며, 리타는 8학년을 마치고 나서 

노틀담 아스피랑이 되어 노틀담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리타와 동생들이 가톨릭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가정 관리 기술을 배웠던 것은 이러한 

따뜻한 환경 안에서였다. 공동체 생활 안에서 메리 졸레타 수녀는 앞치마를 두르고서 요리를 

하거나 빵을 굽거나 통조림을 만들고 바느질하고 수선하고 자신이 속한 분원의 어떤 방이든 

멋진 솜씨를 가미하는 수녀로서 기억되고 있다. 

 

메리 졸레타 수녀의 엄청난 재능은 정신지체아들과 학습 부진아를 가르치는 일에 있었다. 

수녀는 정신지체아들을 위해 신앙과 빛의 공동체라는 지역 기도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회원들에게 희망과 창의적인 활동과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수녀는 

수 년간 정신지체아들과 학습 부진아들을 가르쳤던 자신의 경험을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이 사도직은 수녀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기에 이 활동을 그만두어야 했을 때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메리 졸레타 수녀는 43년간 톨레도 교구와 원죄 없으신 성모님 학교에서 초등부나 특수아 

교실에서 가르쳤고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꼬마들에게 성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생의 후반기에는 파킨슨 병과 심한 청력 장애를 앓았다. 공동체 정신이 강해서, 수녀들은 공동체 

활동에 애써 참석하려는 수녀의 결단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조용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마지막 4년 동안 지역 요양 센터로 옮겨갔으며 그 곳에서 필요한 보살핌을 

받았다. 수녀는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이룬 다음 고향 낙원의 창조주께 돌아갈 때까지 

매일 매일 하느님께서 자신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부디 메리 졸레타 수녀가 하느님의 변화시키시는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