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진 마리 JEAN MARIE 수녀  ND 4137 

 

(이전 메리 세인트 윌리암 Mary St. William 수녀) 

 

진 마리 딕 Jean Marie DICK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27년 1월 31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47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0년 12월 3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0년 12월 7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이곳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진 마리는 윌리엄과 아이린(마이너) 딕에게서 난 다섯 명의 자녀 중 막내였다. 아버지는 목수 

기술을 사용하여 계약 회사를 시작했다가 아주 성공적인 건설회사로 발전시켰다. 그의 전문 

분야는 교회와 관련 건물 건축이었다. 진과 언니 오빠들은 건축 분야에 통달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재능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기쁨, 부모가 양육한 강한 

가족 유대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 유대와 서로의 성취에 대한 긍지는 해가 갈수록 

자라났다. 

 

진은 클리블랜드의 성 세실리아 본당 초등학교에 다닌 다음 노틀담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노틀담 수녀들을 만나게 된 것은 이 곳에서였다. 졸업 후, 1944년 9월 8일에 청원자로서 

공동체에 입회했고 착복하면서 메리 세인트 윌리엄이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워싱턴 D.C.의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녀는 50년 이상을 클리블랜드, 영스타운, 워싱턴 D.C., 

플로리다 교구들 소속 초등학교에서 교장 혹은 교사로서 사도직을 행했다. 수녀는 잘 준비되고 

존경받는 교사였으며 언제나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복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수녀가 주는 선물이었다. 32년 간 교장이었던 진 마리 

수녀는 유능학교 양심적인 교육 지도자요 멘토였다. 발표, 연설, 워크숍을 통한 보다 큰 교육 

공동체에 대한 봉사는 인정을 받았으며 귀중히 여겨졌다.   

 

진 마리 수녀가 전통적 학교 환경에서 이전했을 때는 노틀담 기술 연구실에서 행정 보조로 

자원 봉사했다. 그곳에서 수녀의 현존은 뒷받침이 되어 주었고 고무적인 것이었다. 1999년이 

되자 본원으로 옮겨와 15년간 재정과 관리 사무소에서 보조했다. 수녀의 배경과 전문성은 

굉장한 자산임이 드러났다.    

 

진 마리 수녀는 가족들, 친구들과의 삶에서 단순한 것들에 대해 감사히 여겼다. 훌륭한 유머 

감각과 전염성있는 웃음으로 수녀는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엄청난 운동 

경기 팬이었고, 카드 놀이에서 이기거나 퍼즐을 완성하면 몹시 기뻐했다. 다른 이들의 동반과, 

그저 긴장을 풀고 추억에 잠기거나, 충실한 친구가 되는 일을 즐겼다.  

 

진 마리 수녀는 민감하고 직관력있는 사람이었다. 수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수녀가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