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메리 로먼 MARY ROMAN 수녀 ND  4047 
 
아그네스 리타 레스 Agnes Rita RESS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24년 9월 16일 오하이오 맛실론 
서 원: 1946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1년 1월 13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1년 1월 22일 샤든 부활 묘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로먼과 크리스틴(보일런) 레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그네스와 세 명의 형제들은 가정과 신앙과 
맛실론의 사랑하는 성 마리아 성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가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다. 아그네스는 
아버지를 “신사이자 정다운 동네 식료품상”으로, 어머니를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주부”로 묘사했다. 
아이들은 노틀담 수녀들이 일하는 본당 초등학교에 다녔다. 아그네스는 자신의 성소가 이 수녀들의 
삶의 모범 덕분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2년간 이튼 제조 회사의 
화학실에서 보조로 일했다. 그러다 1944년 1월 31일에 이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수도 생활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청원자로서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착복하면서 메리 로먼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간호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로서 사도직을 행함으로써 전문적 
경력을 시작했다.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성 알렉시스 간호학교를 졸업했고(1964)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에서 간호학으로 학사(1964)와 석사학위(1966)를 취득했다. 
1986년에는 클리블랜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간호 교육학 박사학위를 위한 조건들을 
완수했다.  

사도직이 어디든 수녀는 직접적 환자 간호이든 행정적 역할이든 간호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알려졌고 인정받았다. 메리 로먼 수녀는 성 알렉시스 간호 학교와 캐나다 토론토의 성 미카엘 간호 
학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프란시스 페인 볼튼 간호 학교 강사였다. 중환자 간호와 
수술학이 강의의 전문 분야였다. 수녀는 보다 나은 전문적 성장을 위한 고유의 방식을 찾던 탁월한 
학자였다. 수녀들과 노틀담 공동체를 사랑했다. 30년 이상을 수녀들의 건강상의 필요에 대한 협력자요 
자문가로서 봉사했다. 탁월함에 대한 수녀의 전문성과 투신은 수녀들과 보다 넓은 의료 공동체, 시민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깊이 인식한 수녀는 1989년 굳 타이딩 합창단을 
세우기 위해 지아거 병원의 두 동료들과 함께 했다. 연례 공연은 계속해서 지아거 카운티 기아 
질무진을 위한 재정적 보조를 마련해 주었다.  

메리 로먼 수녀는 깊은 신앙의 여인이었으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나는 많은 은총과 축복과 기회와 도전을 받았다. 수녀들과 가족, 친구들과 1대 1로 대화하면서 참된 
우정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전문적 삶에서 철저하고 유능하던 수녀의 관대한 마음은 모든 이에게 배려와 연민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가족들과 수녀들에 대한 사랑은 강했으며 한계가 없었다. 메리 로먼 수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엄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줄 아는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였다. 수녀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 – 모든 
것이 선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수녀가 삶의 충만함 안에서 기뻐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