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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따르기 위해 저는 해바라기처럼 나의 하느님이신 당신께 향합니다.
메리 버지니아 수녀의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품은 수녀를 알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선물이었다.
수녀는 대범한 정신을 가진 온화함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불을 놓았으며 사랑하는 분께 두려움 없이 기대를 두게 만들었다. 메리 버지니아 수녀는
투신하는 제자 직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언제 실행하고 언제 물러서거나 기다려야
할지, 언제 포기하고 받아 안아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존과 메리 스트레쳐 웨닝거의 일곱 자녀 중 하나였던 프란시스는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 사랑하고 베푸는 법과 관대하고 동정적인 자세를 배웠다. 프란시스는
톨레도에서 자라나 성 마리아 학교에 다녔으며 노틀담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그곳을 졸업했다.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던 깊은 갈망으로 자극 받아, 프란시스는
1936 년 7 월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였으며 1937 년 8 월에 메리 버지니아로서 착복하였다.
수녀의 두 언니, 메리 콘솔라티스 수녀와 메리 수잔 수녀는, 클리블랜드에서 입회하고 사망한
숙모 메리 에드왈다 웨닝거 수녀와 함께 이미 공동체에 입회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곧 두 명의 조카, 메리 드포레스 웨스트릭 수녀와 메리 막달린 웨스트릭 수녀가
모두 톨레도 관구 소속이 되어 뒤를 이었다.
메리 버지니아 수녀는 1939 년 초부터 톨레도 교구의 여러 학교에서 1 학년부터 4 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다. 톨레도 교구에서 32 년간 교직활동을 한 후에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어린이들을
교육해야하는 순명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수녀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꿈이었는데 마침내 1972 년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 수녀는 18 년간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성인들
사이에서 활동하였고 함께 경축하고 가르쳤다. 자신의 일에 대한 헌신은 이 주제가 언급될
때마다 수녀가 표현했던 기쁨 안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선교지에 대한 일화와 사진은 이 섬나라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오랜 세월에 대해 다채롭고 흥미진진하고 긴 대화를 이끌어냈다.
1999 년, 메리 버지니아 수녀는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92 세의 나이로 본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던 2010 년까지 본당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2015 년 3 월 26 일, 메리 버지니아 수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우술린 센터로 옮겨갔으며, 그곳에서 수도 서원 76 주년, 97 세를 일기로 자신의
신랑을 만났다. 수녀의 기쁨이 자신의 신성한 구세주의 현존 안에서 가득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