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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고매한 형태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경이에 차 조용히 서 있는 것이다.  

시리아의 성 이사악 

1월 27일, 메리 버논 수녀는 톨레도의 우술라 센터에서 지내는 동안 93세를 일기로 영원한 

거처에 들었다. 죤 빅과 넬리(하센) 빅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 프란시스는 여섯 자녀 중 둘째였다. 

메리 프란시스는 톨레도의 예수 학교와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다. 그리고 1944년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기 전 2년간은 아스피랑이었다. 

수녀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이해심을 지니고 있었다. 톨레도 교구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48년간 초등부 교사였고, 2년간 교장이었던 버논 수녀는 탁월한 교사의 가장 

뛰어난 자질을 구현했다. 모토인 “하느님과 아이들을 위하여”는 메리 버논 수녀의 삶의 특징을 

보여준다. 각 아동의 고유함을 소중히 여기던 수녀는 아이들의 장점을 형성하도록 돕고, 창의성과 

능력을 고취시켰으며 다른 교사들에게 멘토링 함으로써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의 리알 가톨릭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교사와 조력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하던 

26년간은 반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아름다운 미소와 온화한 자세, 귀 

기울이는 마음은 수녀들과 가족들,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수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수녀의 사랑은 리알 교정이었다. 수녀는 리알이 이름을 따 온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를 사랑했다. 리알 주변에서 자신을 둘러싼 자연을 사랑했으며 그같은 

폭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창조주에 대해 기뻐했다. 수녀는 나무와 화초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리알에 사는 조류의 대부분을 생김새와 노랫소리로 구분해 냈다. 수녀는 한 자연주의자의 

도움으로 리알 부지에서 노란 연령초를 발견했는데 오하이오의 타지역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꽃이었다. 2007년에 리알 수녀원이 철거되자 슬퍼했지만 2015년 12월에 몹시 기뻐하며 새로 

지어진 SND 센터의 거주자로 돌아갔다. 

메리 버논 수녀는 많은 아이들에게 첫 영성체를 준비시켰기에 성체에 대한 대단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기도하기도 몹시 즐겼다. 수녀는 기도 책들도 좋지만 주변에 그토록 많은 

아름다움을 두고 책을 들여다 보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매년 플로리다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러 여행하기를 몹시 좋아했지만 사도직이 우선이었다. 

2011년에 루이지애나 뉴 올리언스에 있는 우리 수녀들이 카트리나 이후 학교 보수 기간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자 메리 버논 수녀는 85세의 나이로 자원하여 2년 반 동안 도움을 주었다. 

메리 버논 수녀가 리알을 매우 아름답다고 여겼다면 지금쯤 산상수훈적 비전과, 천국이 지닌 

모든 것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을까. 이제 영원한 새 삶을 누리며 우리와 노틀담 수녀회에 많은 

축복의 미소를 내리기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