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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로즈 파울라 수녀에 대한 송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수녀는 사랑과 감성으로 가득 찬 
삶의 소유자였다고? 수녀의 마음은 수백 명의 아이들, 부모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했다고? 수녀는 
삶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다!  

고별식을 위해 선택된 독서는 로즈 파울라 수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요약해 준다. –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1요한 4, 7)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메리 로즈 파울라 수녀는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했다. 수녀는 우선 부모였던 피터 폴츠와 마리 웰쉬 
폴츠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진 엘리사벳은 폴츠 가(家)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이였다. 
어머니는 진이 태어났을 때 천연두를 앓고 있었다. 산모와 아이는 즉시 집에 보내졌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가 담배 상자에 담아 집으로 데려왔다. 진은 나중에 “아마 그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되었나 보다.”고 기록했다.  

진은 아주 운동 신경이 좋은 소녀였다. 자서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여가 시간은 동네에서 수영, 
활 쏘기, 썰매타기, 아이스케이팅, 자전거타기를 하며 보냈다. YWCA에 가입해서 5년 동안 여러 수영 
종목, 다이빙 기술을 즐겨 배웠고 자격을 갖춘 안전 요원이 되었다.”  

진은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일찍이 수도 생활에 끌려, 1946년 
가을에 아스피랑이 되어도 좋은지 부모님에게 물었다. 딸을 보내는 일이 엄마, 아빠에게는 쉽지 
않았지만, 진은 2학년과 3학년 시기를 본원에서 보낸 다음 1947년 1월에 수련소에 들어갔다. 

착복 일에 진은 메리 로즈 파울라 수녀라는 이름을 받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사도직을 했고 여름 학기에는 관구 행정부에서 보건 분야 일을 도우면서 수도 생활을 해 
나갔다. 수녀는 평생 작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언해 주는 수녀들을 자신의 마음 안에 
받아들였다. 수녀는 뛰어난 초등학교 교사였고 사랑에 찬 교장이었다.  

아이들과 교사들과 학교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게 여겨졌지만 본원에서 본원 책임자로, 나중에 
관구 비서로서 봉사하라는 하느님의 초대를 충실히 받아들였다. 두 사도직에서 모두 맡은 책임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 주었고 그보다 자신이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더욱 헌신했다. 메리 로즈 파울라 
수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현존해 주었다. 수녀들과 직원들에게 자신의 갈림 
없는 주의를 기울였다.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두를 사랑했으며 모두가 수녀를 사랑했다.   

학교나 직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로즈 파울라 수녀를 존경했다. 수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몹시 즐겼으며 자신의 공동체 수녀들과 함께 일하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수녀는 같은 사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동반자로 보았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자신이 사도직을 하는 이들에게 가까워지며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수녀에게 양분을 주는 기도야말로 수녀의 최우선이었다.  

메리 로즈 파울라 수녀는 많은 학생, 학부모, 신앙 공동체들에게 선물이었다. 수녀의 삶과 재능을 
나누어 주었던 커빙턴 관구에도 선물이었다. 우리는 수녀가 그 가족과 자매들과 교회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사랑에 대해 감사한다. 멈춰 서서 “장미 향기를 맡도록” 도와준 수녀의 사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