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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의 가정 에 다시 오심을 환영합니다! 

 

1958년부터 독일과 미국 노틀담 수녀들은 후에 수녀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시리즈를 집필했습니다. 영어로 된 이 시리즈는 성모님의 가정에서 라는 제목으로 
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권은 우리 창설자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공동 창설자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수녀들 – 메리 지롤라마 수녀, 메리 
페르디난드 수녀, 메리 안토니 수녀, 마리아 안나 수녀, 마리아 모데스타 수녀, 마리아 
베르나르다 수녀 및 기타 – 를 포함한 우리 수녀 한 명 혹은 여러 명에 대한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작은 활자와 제한된 사본으로 “내부에서” 출간되었기에 어떤 수녀들은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최근 2019년 5월에 로마에서 열렸던 수녀회 양성 회의에서 양성 
책임자들은 수녀회 전체에 걸쳐 피양성자들에게 이 책을 마련해 주고자하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여러 미국 수녀들의 관대함 덕분에 영문본이 워드 문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녀회 웹사이트의 SND자원센터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수녀회 내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모든 수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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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의 가정에서 7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권 몇 몇 노틀담 수녀들에 대한 전기적 연구 – 메리 지롤라마 렘쿨 수녀, 메리 
페르디난드 츠바이딩어 수녀, 메리 안토니 호넥 수녀  

II 권 마리아 안나 쉐퍼 보이호르스트 어머니, 마리아 알로이시아 볼브링 수녀, 
마리아 익나시아 큘링 수녀의 생애  

III 권 주님의 포도밭에서 – 성장과 이행 – 마리아 모데스타 퇴베 수녀의 생애 

IV 권 교사중의 교사, 마리아 베르나르다 페르거 수녀의 전기 

V 권 메리 에바리스타 하크스 수녀 – 삶과 시대 

VI 권 3개의 회고록: 메리 오딜라 밀러 수녀, 메리 베틸다 힐렌힌리흐스, 메리 
포르투나타 호닝 

VII 권 메리 아그네스 보셰 수녀를 기억하며 

현재 I, II, III, IV, V권은 수녀회 웹사이트 SND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의 
나머지와 소책자 솔리 데오, 기타 메리 세인트 토마스 핏제랄드 수녀와 마리아 알렉산드라 
놀테 수녀를 포함하여 우리 선교사들에 관한 최근 저서는 워드로 옮기는 중입니다. 

V 권, 메리 에바리스타 수녀의 삶을 워드작업 중인 죠앤 메리 프라니아 수녀(톨레도)는 
수녀의 생애와 사도직에 대한 배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죠앤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리 에바리스타 수녀는 25년간 클리블랜드 관구의 관구장을 지낸 미국의 우리 수녀회의 
뛰어나고 신앙가득한 개척자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도운 다른 수녀들은 메리 로슬린 
테이슨 수녀(톨레도), 메리 죠 스필라 수녀(톨레도), 캐롤 앤 메리 스미스 수녀(톨레도), 메리 
챨린 헉 수녀(톨레도), 메리 죠앤 위튼버그 수녀(타우젠드 옥스)입니다. 이 뛰어난 자원에 
다시 생명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수녀님들.    
 
이 자료들과 다른 많은 자원들을 우리 수녀회 웹사이트 snd1.org에서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