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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 1949년 8월 16일 켄터키 커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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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2020년 9월 1일 켄터키 커빙턴 

 

 

쥬딧 앤 코스터는 1943년 3월 6일에 켄터키 커빙턴에서 아이린과 알버트 코스터의 아이로 

태어났다. 쥬디는 켄터키 커빙턴의 성 아우구스틴 학교에 다닌 다음 1961년에는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으며 그곳에서 1964년 

8월 16일에 첫 서원을 발했다.    

 

마진 수녀는신시내티 성모님/에지클리프 대학을 졸업했고 자비에 대학교에서 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에는 종교 교육과 전례학 분야에서 자격증을 얻었다. 수녀의 사도직은 켄터키 

커빙턴, 켄터키 렉싱턴, 오하이오 신시내티 교구들 내의 초등 교육을 포함했다. 

 

또한 커빙턴과 렉싱턴 교구 종교 교육 담당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종교와 영어를 가르쳤다. 2002년에는 사목 보조로서 천주의 모친 본당에 

합류했다. 수녀는 이곳에서 가장 편안해했다. 예비신자 교리 교육,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병자들이나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연민과 농담을 전해 주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어떤 면에서 마진 수녀는 자신이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께로 가는 작은 

길”이라고 여겼다. 자신의 개인적 소명이 하느님의 말씀과 선하심의 씨앗을 자신이 접하는 

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심는 것이라 느꼈다. 수녀는 장난기와 모험정신이 뛰어나 하느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을 보다 충만히 살 수 있었다. 수녀가 좋아하는 기도는 “주님, 

제 삶을 온전히 당신 손에 맡김으로서 얻는 평화의 장소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였다.    

 

2012년에는 성 요셉 하이츠의 제의방 담당이 되는 동시에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몇 년 후에 건강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루르드 홀로들어가 기도를 최우위에 두며 

생활했다. 수녀는 치매와 파킨슨병을 둘다 진단받았다. 수녀는 불확실한 시간앞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매일 매일을 선물이자 축복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마진 수녀는 하느님의 위대한 연인으로서 모든 이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천부적 능력을 

갖춘이었다. 수녀는 삶과 가족과 노틀담 수녀로서의 성소도 사랑했다. 이제 수녀가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