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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마리 울리히 Susan Marie ULRICH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서 원:
사 망:
장 례:

1936 년 5 월 6 일
1959 년 8 월 11 일
2022 년 1 월 16 일
2022 년 1 월 20 일

오하이오, 톨레도
오하이오, 톨레도
오하이오, 실바니아
오하이오, 와잇하우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갈라 2,10
어네스트와 안젤린(미슬러) 울리히에게서 태어난 수잔 마리는 다섯 자녀 중 첫 째였다. 수잔
마리는 레이디필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찌기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고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다시 수녀들에게 익숙해졌다. 수잔은 1956 년에 우리 수녀회에
입회하여 이듬해 착복했다.
수녀는 19 년간 톨레도 교구의 초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의
리알 가톨릭 학교의 미술 교사가 되었다.
1987 년부터 22 년간 수녀의 마음은 톨레도의 여러 본당에서 사목사도직으로 향하여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을 방문하고 봉성체를 해 주곤 했다.
수녀는 같은 시기에 병원과 보호소 거주민들, 특히 소외 계층의 여성들을 위해 미술 자원
봉사를 시작했다. 수녀의 격려아래 재능을 발견한 여성들은 예술이 그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주며 자존감을 세우도록 허용했다. 대신 레진 수녀는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생명을
부여하는지 느꼈다. 수녀는 이렇게 적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가난한 이들과 그들의 진짜
필요를 전보다 더 잘 이해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더 나은 사랑의 현존이 되어준다.” 레진
수녀는 다른 이들이 공예, 수채화, 사진촬영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도록 돕기 위해 미술을
이용했다. 수녀의 작품은 꽃, 새,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리알 호수에서의 낚시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반영했다.
미술은 메리 레진 수녀의 기쁨이었으며 일생 동안 스스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수녀는
“아름다운 잘품을 생산하는 능력은 하느님 아름다움에 대한 확장”이라고 기록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도직을 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다. 수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거처나 양식, 동반자를 찾아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들은 언제나
수녀의 마음 안에 있었다.
급성 통증과 병 때문에 전문 간호를 필요로 한지 3 개월 후, 물감의 번짐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그토록 좋아하던 수녀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을 바라보기 위해 조용히 떠나갔다.
수녀가 창조주의 아름다움 속에 감싸여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