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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샤든, 그리스도 왕 관구 

 

출 생:  1924년 8월 8일 오하이오 로레인 

서 원:  1945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0년 4월 13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0년 4월 16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소중한 주님, 저를 고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메리 루이즈는 오하이오 에이본의 넓은 농장에서 레오와 밀드레드(웨스트릭) 디챈트의 여덟 자녀 

중에서 둘째 아이로 자라났다. 부모는 사랑 가득하고 행복한 마음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궁핍한 이들이면 누구에게나 그들의 자원과 집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메리 루이즈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 일을 거들고 동생들을 보살폈다. 어쩌면 이 시골에서의 

성장기가 가족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 안에서의 단순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른다. 에이본의 성 메리 학교 교사 중 한 명인 메리 안셈 랑엔더퍼 수녀의 우정과 

인도를 통해 메리 루이즈는 성소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보고 이를 따랐다. 메리 루이즈는 

1942년 9월 8일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으며 착복하면서 메리 세이트 레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1945년 서원 다음날부터 마음을 다해 초등 교육 사도직을 받아 안았다. 수녀는 담임으로서, 

행정가로서, 혹은 개인 교사나 사무 보조로서 50여년 – 이중 22년은 오하이오 엘리리아의 세인트 

쥬드 학교에서 – 을 봉사한 완벽한 교육자였다. 메리 세인트 레오 수녀는 부드럽지만 강한 

지도자였고 좋은 경청자였으며 헌신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효율적인 사람으로서, 학생들이나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수녀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 학사와 석사 학위를, 버지니아 미들버그의 노틀담 인스티튜트에서 종교 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리 세인트 레오 수녀의 글솜씨와 교육적 체험은 교과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시리즈 “주일의 

방문객”의 저자요 편집자, 종교 교과서 시리즈인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저자라는 임무로 이끌었다. 

수녀는 이 글쓰기 사도직에 참여하면서 얻는 은총과 영감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 자랑스러워했다. 수녀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내고 참으로 의미가 

깊었던 장소와 사람들과 체험을 전하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자서전에서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풀어냈다. 

2004년에는 신체적 한계로 인해 본원으로 이전해서 자신의 사랑과 낙관적인 자세를 공동체 

수녀들과 나누며 계속적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주었다. 수녀는 손수 키운 아름다운 난초와 

화분으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했다. 섬세하게 제작된 물품을 통해 수예에 대한 수녀의 재능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들 중 많은 것들이 지아거 카운티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 물품들은 SND 

갤러리나 부티크에 전시 되어 있고 몇 가지는 수녀가 사랑하고 자주 언급하곤 했던 가족들에게 

사랑을 담아 선물로 전달되었다. 메리 세인트 레오 수녀는 확신과 지혜와 유머, 단순하면서도 깊은 

기도와 환대의 정신을 지닌 여인이었다. 수녀가 걸었던 여정의 일부인 모든 사건과 도전과 희생 

안에서 수녀는 하느님의 충실한 현존에 의지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든 그 현존을 환영했다. 

한 친구 수녀는 이렇게 적었다. “수녀는 즉시 은총과 하느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은총의 여인이었다. 언제나 지지해 주었고 수녀원을 집으로 만들었으며 우리가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도록 했다.”  

메리 세인트 레오 수녀가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안에서 생명과 빛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