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메리 돌로레스 MARY DOLORES 수녀   ND 4532 

 

(이전 메리 찰스 앤 Mary Charles Ann 수녀) 

 

돌로레스 안나 스탕코 Dolores Anna STANKO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2년 10월 8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53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1년 12월 26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장 례: 2022년 1월 5일  오하이오 샤든 관구 본원 

매 장: 2022년 1월 6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돌로레스 안나는 찰스와 안나 (소탘) 스탕코에게서 태어난 두 명의 자녀 중 첫 째였다. 

돌로레스와 동생 메리 제인은 신앙, 부지런한 노동,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특징으로 하는 

다세대, 다가정으로 이루어진 집에서 생활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클리블랜드에서 성 

베네딕도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노틀담 수녀들을 만났다. “난 늘 학교가 좋았다,” “아마 

하느님께서 공부가 수월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랬던 것 같다.” 고 기록되어 있다. 

클리블랜드 노틀담 아카데미에서의 고등학교 시절은 다양한 과목, 특히 수학과 과학 – 

돌로레스가 아주 잘했던 – 을 탐색할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 교사들의 모범과 선량함으로 

인해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언제나 수녀가 되고 싶었다.”고 말하곤 했다. 돌로레스는 1950년 

9월 8일에 청원자가 되었으며 착복하면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 메리 찰스 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메리 돌로레스 수녀는 학업을 계속하여 오하이오 사우스 유클리드에 위치한 노틀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인디아나 사우스 벤드의 노틀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6년간 

오하이오의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과학 분야의 경력은 배경 학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수학 과목의 전문성은 컴퓨터 테크놀로지에서 수녀를 선두로 

이끌었다. 수녀의 학생들은 과학계의 많은 다양한 주제들에 노출되곤 했다!    

정규 교실 환경을 떠난 이후에는 고등 학교 종교 서적을 집필하던 수녀들의 팀을 위해 보조 

편집자로서 재능을 사용했으며, 무엇보다 27년간 관구 비서 업무의 보조자로서 재능을 

발휘했다. 수녀는 이미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모든 측면을 탐색하기 시작한 바 있다. 아무리 

작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했던 연구에 대한 돌로레스 수녀의 

주의력은 인정과 존중을 받았지만, 때로 철두철미한 설명은 다른 수녀들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러 해동안 메리 돌로레스 수녀는 인도와 아프리카의 노틀담 선교지를 소개하기 위해 여러 

본당으로 여행했다. 개인 시간을 들여 서반아어를 배웠고 멕시코에서 선교 현장 체험에 

참여했다. 수녀는 왕성한 정원사였으며 긴 시간을 보냈는데 양질의 토마토와 딸기를 생산하는 

유기농 재배지를 가꾸며 저녁 늦게까지 머물 때도 있었다.  

수녀는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흔쾌히 나누며 그 안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은총과 에너지를 

표현하곤 했다. 지난 몇 년간은 수녀의 건강과 명확한 의사 전달력이 감퇴하는 시기였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했던 수녀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 드린다. 영원한 생명과 좋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의 빛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