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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도나메이 와이글러 수녀는 1928 년 11 월 24 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니콜라스와 프란시스 

브루닝 와이글러의 무남독녀 외딸로 태어났다. 버지니아가 11 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예기치 않게 

세상을 뜨면서 버지니아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결국 아버지가 재혼하기는 

했지만 후에 수녀가 된 버지니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를 키우며 내 어린 시절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할머니였다.”  

버지니아는 클리블랜드의 세인트 스티븐 학교 학생으로서 노틀담 수녀회를 알게 되었다. 8학년 교사였던 

메리 브랜든 수녀의 격려를 받아 버지니아는 1942 년 9 월, 안셀 로드에 있는 노틀담 아카데미에 

아스피랑으로 입학하였다. 버지니아는 늘 준비기간이었던 이 때를 생애 최고의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았다. 

“형제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아스피랑 시기에 내 나이의 다른 여자 아이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게 

즐거웠다.” 버지니아는 1946년 2월 2일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였으며 2년 후인 1948년 8월 16일에 

서원하였다.  

메리 도나메이 수녀는 많은 재능을 가진 여인이었다. 교회에서 주로 초등학교 교사나 교장으로서 사도직을 

했는데, 우선 오하이오에서, 그 다음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있다가 1953 년에 남부 캘리포니아로 

파견되었다. 게다가 수녀는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였으며 수녀회 성가대의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했다.  

1993년, 메리 도나메이 수녀는 노틀담 센터로 옮겨와 10년간 분원 경리로 봉사했고 나중에 취학 전 학습 

센터에서 안내실 봉사를 했다. 기도 사도직을 하면서 수녀는 자신의 사도직을 매우 진지하게 기도의 

주제로 삼으며 세상을 떠난 수녀님들에게 바치곤 했다. 앙투아넷 마리 수녀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 

“수녀님은 삶에서 알게 된 수녀님들과, 특히 샤든관구의 숙모인 메리 스티븐 수녀와 맺은 사랑의 관계를 

자신의 기도를 통해 지켜나갔다.”   

센터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즐겼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독서와 직소퍼즐 

맞추기.” 개인적으로 정기구독을 하던 유니버스 불리틴(Universe Bulletin)과 더 타이딩(The Tidings)은 둘 다, 

수녀가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나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나 계속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해 주었다.  

이 시기에 수녀에게 있어 절정 중 하나는 독일, 네덜란드, 로마와 수녀회 순례에 참여했던 기회였다. 다양한 

관구 소속 수녀들을 만나 함께 여행했던 이 기회는, 노틀담 수녀회가 국제 수녀회이며, 전세계에 걸쳐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수녀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2010년, 메리 도나메이 수녀는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해 잘 걸을 

수가 없었다. 수녀는 2013년에 뉴베리 파크에 있는 병자들의 성모님 휴양소로 옮겨갔다.  

메리 도나메이 수녀는 살아가면서 항상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각별히 가깝게 느꼈는데, 단지 성모님이 

입회 전후로 자신의 주보여서가 아니라 수녀 자신이 설명하듯, “삶에서 특별했던 세 가지 사건이 토요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토요일에 태어났고, 토요일에 입회했고, 토요일에 종신선서를 발했다.” 마침내 

메리 도나메이 수녀는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이른 저녁에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조용히 떠나갔다. 

평안히 쉬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