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도나 DONNA 수녀   ND 4950 
 

(이전 메리 레이첼 Mary Rachel) 
 

도나 캐더린 갈레토비치 Donna Katherine GALETOVICH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1년 11월 17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57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2년 9월 28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2년 9월 30일 샤든, 부활 묘지 

 

도나 캐더린은 부모 쥬스토와 프란시스(클라리치), 오빠와 언니의 환영을 받으며 태어나 신앙, 

책임감 기쁨이 키워지던 사랑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였다. 풍성한 유산은 큰 긍지의 원천이었다. 

도나는 가족과 함께 유고슬라비아를 두 번 여행했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 초등학교와 제임스 포드 

로우즈 고등학교 다녔는데 둘 다 클리블랜드에 있었다. 두 학교 모두 행복한 시절을 즐겼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클럽과 활동에 참여했다. 도나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평생 지속되는 친구들을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애틴스에 있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대학 수업을 받기 시작했지만 사우스 

유클리드 대학으로 편입하여 사회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전에 

그랬던것처럼 많은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우회였다. 도나는 수도 생활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보며 이에 응답하면서 가족들, 친구들, 활동들, 교실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에 감사했다. 도나는 1954년 9월 8일에 청원자로서 수녀회에 입회했으며 착복하면서 

메리 레이첼이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초등교육 경력은 청원자 시절에 1학년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지만 중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사였다. 27년간 오하이오와 버지니아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지도했다. 도나 수녀는 

가톨릭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발전의 모든 면모를 

육성했다.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 행정 석사 학위를 받아 초등 학교 교장으로서 

15년간 봉사했다. 수녀는 한 명 한 명이 성장하고 피어날 수 있는 신앙 가득한 환경을 조성하려 

애썼다. 접근하기 쉬웠고 교사와 직원들을 온전히 지원해 주었다. 이해심있고 연민에 찬 마음은 

모두에게 열려있었다. 수녀는 자신이 봉사했던 모든 본당의 필요에 헌신했으며 더 큰 시민 

공동체에도 다가갔다.   

학교에서의 사도직을 그만 둔 다음에는 클리블랜드 교구의 가톨릭 학교들의 교사 멘토이자 

평가인으로서 9년을 보냈고 성인 학습자들이 고등학교와 맞먹는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며 

9년을 보냈다. 수녀는 자신의 지혜와 체험을 새내기 교사들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과 

나누는데서 기쁨을 느꼈다. 가난한 이들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수녀는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변호인이었다.  

교사로서 사도직을 행하든, 교장, 멘토 혹은 개인 교사로서 행하든, 삶에 대한 수녀의 기쁨과 

열정은 누구에게나 명백했다.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 사랑의 현존의 표징이었다. 몇 년 동안 

수녀는 인내심있는 용기와 평화로운 현존으로 울혈성 심부전이라는 어려움을 맞이했다. 수녀는 

건강을 의식하여 복리와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걷기, 재즈사이즈 춤, 

가족 소풍, 경축은 수녀의 힘을 쇄신해 주었다. 그 온화한 친절과 기도는 모두에게, 특히 수녀가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확장되었다. 우리는 수녀의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한다.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