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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현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라.” 

마사는 윌리엄과 세실리아(컬린스)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가족은 애크런으로 이사했다가 

클리블랜드 하이츠로 옮겨갔고 딸들은 그곳의 성 안나 본당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두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중 큰 동생은 성홍열과 폐렴에 걸려 4세 때 죽었다. 가족들을 

지탱해준 것은 신앙이었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북돋았던 것은 

사랑이었다. 힘든 상황에 놓인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특징적인 자질이 되었다. 

마사는 일생동안 그 대가족이 이룬 일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다. 가족들은 마사가 매일의 기도 중에 그들의 기쁨과 근심을 기억하는 동안 힘과 

삶의 원천이었다.  

마사는 클리블랜드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학업을 계속했고 뛰어난 정신과 행복한 시간을 

즐겼다. 노틀담 수녀로서 수도 생활을 이끌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도 

이곳에서였다. 마사는 1945년 9월 8일에 수련소에 입소하여 착복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성녀 세실리아를 주보로 삼아 메리 세실리안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나중에 세례명 

메리 마사로 되돌아 간다.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클리블랜드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청각과 언어 요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녀의 교육 분야 사도직은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소임에서 35년 이상 지속되었다. 수녀는 워싱턴 D.C미국 가톨릭 

대학 캠퍼스 학교에서 시범 교사로 7년간 봉사했고 샤든의 성 마리아 학교에서 첫 번째 

노틀담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수녀는 교육의 탁월성을 기하는데 헌신하는가 하면 사랑과 

배려의 방식으로 교장과 교사들을 관대하게 보조했다. 수녀는 분원과 지역 책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일했으며 모든 책임들을 거룩한 위임으로 보았다. 메리 마사 수녀는 모든 

이들이, 수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하느님의 반영이기에 아이나 어른이나 만나는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라고 파견되었다고 느꼈다. 수녀은 어디에서나 하느님 현존을 찾고 

발견하며 사랑으로 삶을 살았다.    

마사 수녀는 교육에서 은퇴하자마자 마음에 소중히 여겼던 사도직 – 노인들, 집에 머무는 

환자들에 대한 사목적 보살핌과 관련 사도직에 임하기 시작했다. 본당에서나, 병원 

방문이나 건강관리 센터에서는 격려의 말을 건네며 대화를 했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의와 기도로써 현존해 주었다. 수녀의 미소는 환대, 수용, 평화를 전했다. 메리 마사 

수녀가 이제 자신의 삶의 중심인 사랑하는 하느님의 영원의 품을 알게 되기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