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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나를 따라라-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요한 21:22;루카9;23)
마리아 라파엘 수녀는 아버지 윤이희와 어머니 박미라의 첫째 딸로 태어났으며 두 명의 남동생이
있다. 부모님에게 수녀는 듬직한 맏딸이었으며, 두 동생에게는 항상 친구 같은 누나였다. 수녀는 입회
하기 전 자신이 속한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 봉사와 함께 청년 성서모임에서 봉사자로 활동하였으며,
청년연합회 회장으로써 열정으로 가득 찬 리더십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수도성소에 관심을 갖고
여러 수녀회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우리 수녀회를 알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틀담 성소로
이어졌다.
첫선서 후 목5동 성당과 작전동 성당에서 전교 수녀로 활동하며 사도직 협력자들과 본당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좋으심과 생명력을 전달하였다. 이 당시 관구 본원에서는 교리교재 연구팀이 구성되어 우리
수녀회 고유의 첫영성체 교리교재 제작이 시작되었는데 수녀는 연구원으로 함께 활약하며, 자신이
성당에서 진행한 첫영성체 교리교육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다. 본당
사도직을 마치고 종신선서를 준비하기에 앞서 6개월 동안 돌봄을 받지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동
가정인 “하늘땅이네”에서 담당 수녀를 도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수녀는 깊은 애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종종 그때의 체험들을 나누기도 하였다.
종신선서 후 수녀는 1년 동안 로마 언어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국제
공동체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수녀는 수녀 특유의 밝음과 유모어로 모원 공동체에
생기를 선사하였으며 공동체 수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수녀는 교리교재 연구팀에 합류하여 6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도직 활동을 하였다. 수녀는 매
교리교재 연수 때마다 뛰어난 유모어 감각과 함께 교사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이 교재를 통해 하느님의 좋으심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에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늘
말하였다. 교리교재 연구를 하며 수녀는 깊이 있는 신학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수녀는 호탕하며 늘 열려있었고, 상대방을 지지하기를 좋아하였다. 맡은 일에 충실히 책임을
다하였으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은 수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
12월 14일 아침, 수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채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우리는 큰 충격과 함께 하느님께 받은 많은 선물을 항상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며 이웃들에게 사랑과
생명력을 나누어주었던 수녀를 잃은 슬픔에 싸여 있다. 곧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위로와 평화가
수녀와 함께 하며,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