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마죠리 마리 MARJORIE MARIE 수녀  ND 4681 

 

(이전 죠셉 앤 Joseph Anne 수녀) 

 

마죠리 앤 틸 Marjorie Ann THIEL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5년 10월 8일  켄터키 커빙턴 

서 원   1957년 8월 17일  켄터키 커빙턴 

사 망   2021년 6월 23일  켄터키 커빙턴 

매 장   2021년 6월 29일  켄터키 커빙턴 

 

마죠리 앤 틸은 켄터키 커빙턴에서 죠셉과 매리앤 틸의 세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가족은 

헌신적이며 신앙 가득한 이들이었다. 마죠리는 1954년에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1957년 8월 17일에 첫 서원을 했다. 몇 년 후에는 

여동생 죠 역시 공동체에 입회하여 메리 쥬애넬 수녀가 되었다.   

마죠리 마리 수녀는 1968년에 빌라 마돈나 대학(현 토마스 모어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학업을 계속하여 1975년에는 제이비어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련자로서 켄터키 산간 지역의 할란에서부터 오하이오 데이튼의 외곽지역까지 

아우르는 교직 사도직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녀는 유치원 수준부터 8학년까지 전 학년을 

가르쳤다.  

교직 경험으로 다른 역할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성 알로이시우스 

고아원과 교구 가톨릭 어린이 집의 그룹 보모로서 수녀는 많은 아이들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켄터키 커빙턴의 성 아우구스틴 학교와 성 죠셉 하이츠 도서관 사서로 일했다. 

게다가 3년간 로마 모원 도서관에서 보조하도록 파견되기도 했다. 

은퇴하면서 마죠리 마리 수녀의 사도직은 공동체로 집중되었다. 여러 활동, 운전, 은퇴와 

개인교습 프로그램에 관여하면서, 공동체 생활의 갖가지 영역에서 봉사했다. 뿐만 아니라 성 

엘리사벳 병원에서 성체 봉사자로서 10년 넘게 즐겨 도움을 주었다.   

지난 수 년간 수녀는 동생 수녀와 더불어 혼인, 세계, 첫영성체, 졸업, 수많은 생일 잔치에서 

가족과 함께 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언제나 즐기는 듯 보였으며 가족들도 이러한 

특별 경축의 일부로서 수녀가 자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수녀는 모든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늘 카드를 보냈다. 휴가나 생일에 잊고 카드를 빼먹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마죠리 수녀를 몹시 그리워할 것이다.  

수녀는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하루는 건강 관리 담당자가 옷장 위에 놓인 예쁜 

조가비를 보았다. 수녀가 말했다. “이걸 봐요, 깨졌지만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우리 처럼요.”  

마죠리 마리 수녀는 가족들과 수녀들과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하느님께로 갔다. 

고별식, 추모식, 장례 미사는 2021년 6우러 28일에 성 죠셉 하이츠 성당에서 열렸다. 수녀원 

묘지 매장은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미사 후에 있었다. 

하느님을 섬기던 사랑이 마죠리 마리 수녀에게 그분과 함께 영원히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