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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마죠리 수녀는 로즈 앤과 사내아이 링컨을 양육했던 죠지와 마가렛 라세커 가스도프의 첫째
아이였다. 또 다른 남동생 죠지는 태어날 때 사망했다. 로즈 앤은 어린 시절이 아주 행복했다고
설명했는데 무척이나 사랑에 넘친 부모덕분이었다고 했다.
로즈 앤은 켄터키, 토마스의 성 토마스 학교에 다녔고 1945 년에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고등학교에서는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 1948 년 7 월에 착한 사마리아인 간호
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성 요셉 유아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다.
노틀담 아카데미에서는 수도 생활에도 끌렸다. 교사로 일했던 두 군데의 수녀회 대신 22 번째 생일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흥미롭게도 그 두 군데 수녀회의 사도직은 병원이 포함되어 있던 반면 그
당시 노틀담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느님의 섭리는 수녀의 신뢰를 보상하여, 수녀의 첫 서원 후 커빙턴
관구가 켄터키 린치에서 병원을 개원했다. 마죠리 수녀는 그곳의 개척자 회원 중 하나가 되었다.
수녀는 린치에서, 나중에 켄터키 모헤드의 성 클레어 병원에서 소아 간호를 계속했다. 수녀는 갓
태어난 후 아기를 씻기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서 산모들에게 보여줄 때 순전한 기쁨을 체험했다. 성
클레어 케어 센터에서는 뇌수종을 앓는 한 아이에게 특별한 사랑의 간호를 베풀어 아이의 부모가
오래도록 감사히 여겼다.
그 이후 수년간 본당 수녀원에서 간호사와 요리사로 봉사했다. 수녀는 새로운 요리법을 즐겨
시도했으며 식당과 성당에서 장식 솜씨를 발휘하곤 했다. 그 다음에는 루르드 홀 케어 센터에서 약품
관련 일을 보조하면서 사도직을 계속했고 나중에는 기도 사도직에 임했다. 마죠리 수녀는 객관적인
성품과 함께 훌륭한 유머 감각도 지니고 있었다. 건강 관리 센터에서 환자로서 첫 번째 식사 때 어떤
후식을 원하느냐고 도우미가 물어왔다. 수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꾸했다. “뜨거운 퍼지 썬대
아이스크림이요.” 수녀가 기분 좋게 푸딩으로 합의를 보는 동안 공동체는 유쾌한 웃음을 나누었다.
메리 마죠리 수녀는 40 년이 넘는 세월을 간호사로서 연민에 찬 사도직에 종사한 후 사랑하는
수녀들에게 둘러싸여 매우 평화롭게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갔다.
수녀의 부모와 남동생 죠지와 링컨 가스도프는 수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켄터키
헤브론에 있는 조카 리사 곤잘레스와 플로리다 올란도의 죠지 가스도프가 수녀의 뒤에 남았다.
2018 년 1 월 9 일 화요일 오후 4 시부터 본원에서 영원히 잠든 수녀를 방문할 수 있었고 5 시에
영결식이 그 뒤를 이었다. 7 시에 교회장 미사가 수녀원 성당에서 있었다. 2018 년 1 월 10 일 수요일
오전 9 시 반에는 수녀원 묘지에서 매장식이 있었다.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