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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쥴랜 (메리 잴랜) 미든도프 수녀는 열 명의 자녀 중 일곱째였다. 그들의 양육적이며 

강한 신앙은 가정에 큰 사랑의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아이였던 잴랜은 2학년 때 수도 성소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며 그 소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 1958년에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메리 쥴랜 수녀는 1965년에 빌라 마돈나 대학 (현재 토마스 모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커빙턴 교구와 신시내티 대교구에 있는 학교에서 초등 교육으로 사도직을 

시작했다. 1971년에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예수회 대학교에서 종교 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에는 29년간 여러 본당과 커빙턴 교구 종교 교육부에서 종교 교육 담당으로 

일했다. 수녀는 교편 생활을 즐겼으며, 그 일을 어린이와 성인을 예수님과 보다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 가는 특권으로 여겼다. 켄터키 모헤드의 성 클레어 건강 관리 센터의 사목 

사도직에도 관여하여 3년간 봉사했다.  

50년간의 사도직 이후 은퇴한 다음에도 수녀는 노틀담 수녀들을 위한 공동체 봉사를 

이어갔다. 계속해서 수녀의 연민에 찬 마음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염려를 보여주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수녀는 1년 내내 양식과 의복을 주고,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누어주기 위한 지역 

센터에서 자원봉사했다. 축일과 생일이면 친구들은 수녀의 축하카드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밝은 스티커로 멋을 낸 것이었다. 수녀는 시간에 관대했고 사람들이 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작은 친절함을 행했다. 장식하는 일도 몹시 좋아해서 특히 성탄과 부활에는 

분원 식당에 활기있는 색채를 가져다 주곤 했다. 

메리 쥴랜 수녀는 아주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포옹을 주고 받는 일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동물에 대한 애정도 컸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의 학생이었던 가까운 친구의 방문에 대해 

즐거워하곤 했는데 개를 자주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다. 

수녀가 특히 즐겼던 은퇴 활동은 지금은 작고한 메리 레이나 수녀가 수년 동안 이끌었던 

주간 예술 활동이었다. 노화로 인한 시력감퇴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끝난지 한참 후에도 

계속해서 즐겨 그림을 그렸다. 수녀의 다채로운 작품은 자신의 침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빈번한 작은 선물에서 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천식을 앓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가기는 했지만 수녀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여겨졌다. 2019년 1월 19일, 메리 쥴랜 수녀는 말기 폐암 진단 후 불과 몇 주만에 

사랑하는 수녀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매우 평화롭게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갔다. 

수녀가 영원토록 하느님 사랑의 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