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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희망하는 미래를 이루려고 너를 위해 세운 계획을 알고 있다.” 

 

셜리는 아서와 세실리아(아샴보) 웹의 여섯 자녀 중 막내였다. 형제 둘은 어릴 때 사망했다. 

가족이 1941년에 클리블랜드로 이사하기 전에 셜리는 자매와 형제들과 함께 학교에 다녔다. 

클리블랜드의 임마큘럿 컨셉션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클리블랜드의 성 베드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가장 큰 관심은 과학분야였지만 상업과 영어를 전공했다. 셜리가 관여하는 과외 활동은 

영화, 독서, 볼링,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콘서트와 오페라등 다양했다. 노틀담 수녀들을 

만나고 수도 성소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졸업 후, 1년 간 일한 다음 

1949년 9월 8일에 입회했다. 착복하면서 메리 로즈 앤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오하이오 신시내티의 자비에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교사건 교장이건, 사서나 테크놀로지 담당이건, 초등학교 

에서 메리 로즈 앤 수녀의 사도직은 60년 이상 지속되었다. 수녀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며 

다른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조언해주는 탁월한 중급반과 중학교 교사였다. 컴퓨터실 

관리라는 반(半) 은퇴 직위에서 수녀는 일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교사, 직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즐겼다.     

 

메리 로즈 앤 수녀는 훌륭한 경청자였다. 어디에 있든 다른 이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일은 사도직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수녀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기도하는 정신과 

드러나지 않는 보살핌의 방식을 내주었다. 기도 중에 사람들의 특별 지향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지의 원천이며 수녀가 지닌 사랑의 증거였다. 천성이 조용하고 사적인 

사람이었지만 수녀의 기도 써클은 모든 필요를 포함했는데, 특히 매일 이루어지는 수녀의 

성체조배 시간에 그랬다.      

 

가족 방문과 전화 통화를 소중히 여겼으며, 그중에서도 언니 헤이즐에 대해 그랬다. 수녀는 

단순하게 살아갔으며 규율을 갖추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확고했다. 훌륭한 

동반자였고, 카드 놀이의 명인, 왕성한 독서가, 오래 지속하는 헌신적 친구였다. 가장 최근에 

수녀는 위 볼링을 하는 수녀들의 그룹에 들어 몇 번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선호하는 운동 

종목을 재발견했다. 수녀의 죽음은 꽤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조용하고 

눈에띄지 않게, 살아가던 방식대로 세상을 떠났다.  

수녀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의 실현에 대해 기뻐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