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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앨리스 MARY ALICE수녀 ND 5943
(이전 메리 세인트 베네딕트 Mary St. Benedict수녀)

앨리스 마리 듀가 Alice Marie DUGAR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44년 6월 20일 오하이오 동 클리블랜드
서 원: 1964년 8월 16일 오하이오 샤든
사 망: 2021년 3월 24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1년 3월 29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제 자리에서 세계 여행하기.”

어릴 때 빈센트와 스텔라(쥬르시노빅) 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앨리스와 누이와 두 형제들은 행복한
시절을 누렸으며, 그 시기에 다른 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형성되고 양육되었다. 앨리스는 부모님의
평생의 사랑과 희생을 언제나 감사히 여겼다. 앨리스가 땅과 모든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배운
것은 오하이오 체스터랜드에 있는 “시골”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친구들과의 활동 속에서였다.
게이츠 밀스에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학교가 새로 생겼을 때 앨리스의 부모는 가톨릭 교육의가치를
확신하며 앨리스를 등록시켰다. 그곳에서 노틀담 수녀들을 만났으며, 교육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고, 수도 성소의 씨앗이 심겨졌다. 졸업 후 아스피랑으로서 클리블랜드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으며, 1962년 2월 2일에 청원자로 입회했고, 착복하면서 메리 세인트 베네딕트라는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오하이오 사우스 유클리드에 있는 노틀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오하이오 옥스포드의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우스 유클리드의 레지나 고등학교, 샤든과 버지니아 미들버그의
노틀담 아카데미, 샤든의 노틀담 대성당 라틴 학교에서 과학과 화학 교사로 20년 이상 일했다.정식 교실
환경을 벗어난 후에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화학 개인 교사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과의 이러한 1대 1 관여는
풍성하면서도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클리블랜드 쿠야호가 전문대학에서 보건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학생
교사들을 감독하고 노틀담 대학 화학 개발 연구실을 관리하는 동안 메리 앨리스 수녀는 “삶의도전들이
내게는 낯설기만 한 추가적인 요인들과 자주 뒤섞이던 성인 학생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겸허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수녀의 깊은 하느님 사랑은 모든 이에 대한 존중에서 표현되었다.

수녀는 “내가 만난 각각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과 가족과 더 큰공동체를
충만하게 만들 평생의 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고 적었다. 수녀는 삶에 대해 열정적이었으며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경이에 대한 깊은 존중과 경외감을 전하곤 했다. SND 정의 평화 위원회가창설된
1980년 이래 위원회의 헌신적 구성원이었으며 지구와 지구의 모든 자원에 대한 훌륭한 청지기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조용한 결단력으로 일했다.

메리 앨리스 수녀는 따뜻하고 넓은 그리스도같은 마음의 소유자였다. 온화와 친절은 모두에게
확대되었다. 수녀는 겨우 두달 전에 암진단이라는 도전을 우아함과 품위로써 받아들였으며, 긍정적인
정신과 감사의 자세는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하느님께서 수녀의 인간 생애를 받아 안으시고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내리셨다. 우리의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기뻐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