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마리 MARIE 수녀  ND 5294 

 

(이전 메리 머시 Mary Mercy 수녀) 

 

안나 마리 핀 Anna Marie FIHN 

 

 

미국, 오하이오 샤든 그리스도 왕 관구 

 

출 생: 1928년 10월 21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60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19년 10월 29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관리센터 

장 례: 2019년 11월 6일  오하이오 샤든, 본원 

매 장: 2019년 11월 7일  샤든, 부활 묘지 

 

안나 마리는 죤과 안나(프레이) 핀의 네 자녀 중 맏이였다. 같은 이름을 가진 어머니와 

구별하기 위해 집에서 마리라고 불렸던 안나 마리는 유치원에 다닐때까지 조용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부분 말로 떼를 쓰며 상당히 저항을 했지만 부모님은 나를 유치원에 

보내버리셨다. 초기의 충격이 사라지자 학교는 꽤 참을만 했고 그 이후에는 흔히 즐거운 

곳이 되었다.” 안나는 클리블랜드의 성 이냐시오 학교에서 초등부를 마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클리블랜드의 노틀담 아카데미에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안나는 

모범생이었으며 새로 쌓은 우정과 뛰어난 수업과 교사들에 대해 감사히 여겼다.  

1946년 졸업 후에는 직업의 세계로 뛰어들어 백화점, 도서관, 전화 회사에서 일자리를 

확보했다. 이런 다양한 직업을 좋아했지만 병원일에 대한 생각이 호기심을 끌었다. 안나는 

연구실 기술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하절기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재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 노력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업의 

세계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자신을 수도 생활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나는 1957년 10월 27일,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착복하면서 메리 머시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지만 후에 세례명으로 되돌아가서 마리 수녀가 되었다. 

수녀는 사우스 유클리드의 노틀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23년간 오하이오, 

버지니아, 북 캐롤라이나에서 중간 학년을 가르쳤다. 교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클리블랜드의 성인 문맹퇴치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런에 지원했다. 이후 12년 동안, 

성인들에게 개인 교습을 해 주며 그들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일상에서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수녀는 이 사도직을 소중히 여겼으며 많은 존경을 샀다.   

2000년, 마리 수녀는 기도 전화라는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수녀들의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샤든으로 이전해 왔다. 수녀는 재능있는 예술가였다. 수녀의 수채화와 파스텔로 그린 많은 

그림은 온화하고 단순한 영혼,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고요함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준다. 

거의 혼자서 습득했기에 자신의 그림에 완전히 만족하는 법이 없었지만, 수녀의 그림을 

접하는 특권을 누린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창조적 힘을 생생히 드러내는 수녀의 재능을 

인정했다. 수녀의 성녀 쥴리 초상화,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힐리곤데와 엘리사벳의 

그림은 우리 수녀회의 초기를 묘사하고 있다. 관절염과 치매 초기 증상, 쇠퇴하는 건강은 

수녀의 회화 능력에 영향을 끼쳤지만 미술과 색채에 대한 관심까지 손상시키지는 못했다.    

마리 수녀는 깊이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드러나지 않고 사려깊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쳐간 

이들에 대해 항상 감사했다. 우리는 수녀의 현존과 증거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디 수녀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영원히 즐기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