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메리 레오 MARY LEO 수녀  ND 4100 

 

이전 메리 레오닐드 Mary Leonilde 수녀 

 

캐틀린 엘리자벳 펄롱 Kathleen Elizabeth FURLONG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원죄없으신 성모님 관구 

 

 

출 생: 1927년 11월 22일  오하이오 벨뷰 

서 원: 1947년 8월 11일  오하이오 톨레도 

사 망: 2017년 3월 24일  오하이오 톨레도 

장 례: 2017년 3월 28일  오하이오 와잇하우스 

매 장: 2017년 3월 29일  오하이오 톨레도 부활 묘지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 26, 39 

지난 89년간 메리 리오 수녀의 삶은 얼마나 훌륭한 선물이었는지.  

캐틀린은 오하이오 벨뷰에서 캐더린과 레오 펄롱 가정의 여섯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캐틀린의 아동기는 교직과 간호라는 두 가지 경력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갔던 일평생을 

준비시켜 주는 시간이었다. 동생들과 함께 오하이오 벨뷰의 무염시태 학교에 다녔고 거기서 

노틀담 수녀회를 알게 되었다. 8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다음 캐틀린은 아스피랑 학교에 들어갔고 

톨레도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다. 그리고 1945년에 수녀회에 입회하여 메리 레오닐드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메리 레오 수녀로 변경하였다. 1951년, 동생 캐롤이 입회하여 

메리 베아트리스 앤 수녀가 되었고 1952년에는 다른 동생 엘레노어가 뒤를 따라 노틀담에 

들어오면서 메리 죠앤 프란시스 수녀가 되었다가 후에 메리 죠앤으로 수도명을 바꿨다.  

메리 레오 수녀는 1947년부터 1960년까지 톨레도 교구의 여러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의 능숙한 

교사로 봉사했다. 1960년에는 미네소타 로체스터에서 성 메리 간호학교에서 간호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업을 시작했다. 머지않아 1963년에 정 간호사가 된 다음에는 톨레도 관구의 

담당 간호사가 되어 1964년부터 1991년, 뇌졸중을 앓을 때까지 계속했다. 메리 레오 수녀는 

수녀들이 건강하고 온전하며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방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건강 관리 제도 실행을 도입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여인이었다. 수녀는 건강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것을 진단할 수 있었기에 의료진들의 높은 존경을 샀다. 건강 관리 전문가들은 수녀가 

의견을 낼 때마다 기꺼이 경청했다. 수녀는 차분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으며 사람들은 수녀의 

신중한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고 신뢰했다. 메리 레오 수녀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 누구에게나 

최선을 바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녀들은 병고와 노환의 시기에 레오 수녀를 

깊이 신뢰했다. 

성령기도 모임에 대한 이끌림 안에서 반영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타인에 대한 

수녀의 사랑도 저절로 드러났다. 수녀는 삶의 마지막 시기에 다다랐을 때도 음악에 대한 사랑을 

통해 기도했다. 2011년에 로자리 건강 센터로 이전하여 기도와 지혜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다른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수녀의 예리한 마음은 학생, 가족, 직원, 수녀들에 대한 뚜렷한 

기억을 지속시켜주었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래 전에 잊었던 이야기들을 

말해줄 수 있었다. 가족들과 수녀들과 친구들은 메리 레오 수녀를 몹시 그리워할 것이다. 이제 

수녀가 주님 치유의 품 속에서 쉬며 생명의 충만함을 얻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