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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마리 HELENE MARIE 수녀   ND 4627 

 

(이전 메리 테레즈 마틴 Mary Therese Martin 수녀) 

 

헬렌 그레고스 Helene GREGOS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3년 8월 11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55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2년 7월 2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2년 7월 13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헬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름다움의 세상에 둘러싸인 단순하고 걱정없는 시절”로 

특징지었다. 존과 안나(쿠스터) 그레고스의 무남독녀 외딸인 헬렌은 아버지의 장난기와 

어머니의 조직력을 즐기며 습득했다. 슬로바키아 유산과 부모의 깊은 신앙은 평생 소중히 

여겼다. 헬렌은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과 그분의 위대한 선과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간절히 

바랐다. 클리블랜드 노틀담 아카데미를 고등학교로 선택하고 자신이 체험한 학구적, 영적 

성장과, 수녀들과 맺은 유대에 대해 감사히 여겼다. 졸업 후에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성 요한  

병원 간호 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후 수도 성소를 확신하게 되었다. 1952년 9월 8일에 

청원자가 되었으며 착복하면서 메리 테레즈 마틴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헬렌 마리 수녀는 참된 학자요 노틀담 교육자였다. 수녀는 클리블랜드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6년간 본당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다음 린드허스트에 위치한 

쥴리 비야르 학교(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집중한 학교)로 파견되었다. 수녀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를 충당해 주려 노력하던 진솔한 교사였다. 헬렌 

마리 수녀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운”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열정적이었다.   

수녀는 학업을 계속하면서 위스콘신 밀워키 카디널 스트릿치 대학에서 특수 교육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 1979년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특수 교육 박사 학위를 마쳤다. 수녀의 교육 

사도직은 60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37년은 사우스 유클리드에 위치한 오하이오 노틀담 

대학에서였다. 이곳에서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과 대학원 수준에 있는 특수 교사들을 

교육하고 감독했다. 수녀가 실행하고 가르쳤던 조직력은 더없이 귀했다. 수업과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미래 교육자들을 강화하려고 지칠줄 모르고 일했으며, 기사를 출간하고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일하며 전국 그룹에 자문을 해 주었다. 1978년에는 올해의 오하이오 

특수 교육자에 지명되는 영예를 누렸다. 수녀의 전문적 지식은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   

1999년에 대학에서 은퇴한 뒤에는 노틀담 스킬 랩에서 개인 교사로서 사도직을 이어나갔다. 

언제나 학생들의 필요를 의식하고 각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졌던 수녀는 그들이 학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투신했다. 수녀는 그들의 힘과 도전에 응답했다. 2007년, 

브라질 노틀담 교육 회의 참석자로서 수녀는 노틀담 방식으로 가르치는 법과 기도 생활을 

성장하도록 알려주었던 멘토들인 “지혜의 여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찬송했다.   

헬렌 마리 수녀는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면서 2019년 샤든 건강 관리 센터로 옮겨왔다. 

감사하고 온화하고 사랑에 차있고 친절했던 수녀의 현존은 모두의 사랑을 받게 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진 이 기도하는 여인의 삶과 사도직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