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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과 마르타(도스탈) 워도윅의 열 명의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난 수잔은 클리블랜드에서 살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가정안에서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타인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수잔은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한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놀고 여행했을 뿐이었다.”라고 기록했다. 아버지 잭은 50 년간 클리블랜드에서, 그리구 후에 샤든
관구 본원에서 예술적이고 뛰어난 목수로서 노틀담 수녀회를 위해 일했다. 가족들은 1957 년에
클리블랜드에서 샤든으로 이사했는데, 수잔은 수녀들이 그곳의 새 부지를 돌아보게 하려고
수잔을 데려갔을 때, 자신이 겨우 4 살의 나이로 창고를 청소하던 수녀들을 도왔던 일, 트렉터를
탔던 일, 숲을 산책했던 일을 기억해 냈다. 어린 시절부터 숙모인 메리 오스틴 워도윅 수녀를
통해 수녀들을 알게 되기도 했다.
수잔은 샤든의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다. 3 학년일 때 아스피랑이 되었고 1967 년 2 월 2 일,
뉴베리의 성 헬레나 본당 출신으로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수잔은 착복때 메리 제랄딘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서원 후 수녀는 식이요법 주방일과 본원 살루스의 간호 보조로 파견되었다. 클리블랜드의
메리마운트 병원에서 공부한 제랄딘 수녀는 정식 간호사 자격을 얻었다. 수녀는 자신의 사도직을
사랑했고 수녀들을 돌봄에 있어 친절하되 철저했다. 수녀는 간호 회진 중에 만나는 모든이의
필요에 대해 동정어린 대응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신체적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을때도 그곳에서 머무는 수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건강 관리 센터에서 계속 일을 도왔다. 자신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다른 불편한 수녀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다.
메리 제랄딘 수녀는 자신의 커다란 대가족과 언제나 가까왔다.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그들의
사진을 즐겨 모았다. 수녀가 침실 밖으로 나갈 수 없게되었을 때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들을 소중히 여겼다. 큰 고통중에 있으면서도 수녀는 사랑을 줄 줄 알았고 관대했고 타인
중심적이었다. 환영의 미소와 온화한 자세와 깊은 감사의 의미로 수녀는 자신 안에 살고 계신
하느님을 증거하곤 했다. 어린 시절, 수녀는 이런 글을 썼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나는 고통받고
싶고 그것을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경이적인 일로써 받아들이고 싶다.” 메리 제랄딘
수녀는 이제 해방되어, 수녀의 구원적인 고통의 삶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평화와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