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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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도회가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는 날, 본기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목장에 이르기까지 선한 목자를 따르기 위해 그분의 초대를 충실하게 

들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살아오신 체사리나 수녀님을 성부께서는 당신께로 

부르셨습니다. 

로라 리나는 1927 년 12 월 3 일, 렌텔라(CH)에서 태어나 1928 년 렌텔라의 

성모승천 성당에서 천주의 모친 대축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9 형제 중 막내로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났습니다. 1949 년 5 월 7 일, 젠자노(RM)로 입회했고, 같은 해에 마싸 

마르타나로 이전했습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에 착복하여, 1953 년 6 월 12 일, 

티리노의 부씨(PE)에서 체사리나란 수도명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1953년 10월 7일 

마싸 마르타나로 옮겨 영신수련을 한 후, 초창기의 빠스토렐레 수녀 한 그룹과 함께 단순 

공적 서원을 했으며, 몇 개월 전에 사적으로 발했던 첫서원이 유효했습니다. 그 직후 

포리나고(MO)로 파견되어 가정방문, 음악지도, 요리, 유치원 도움, 보급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1957 년 10 월 27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체사리나 수녀님은 30세의 나이로 선교사로 사목에 헌신하기 위해서 호주 칼톤-

멜버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파견 초기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1964년부터 

1969 년까지 톰버리(Victoria)에서 거주했고, 1970 년에는 스탄토르페에서 살며 

성서보급을 위해 가정방문에 특별히 힘썼습니다. 1971 년부터 2004 년까지 



톰버리(Queensland)에서 가정사목과 전례지도에 힘썼습니다. 2005 년부터 사망 시까지 

분도라에서 사셨습니다. 
 

체사리나 수녀님은 빠스토렐레로서 사명을 사시면서 성령운동에 봉사하라는 

초대를 느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찬미를 드리는 여정 안에서 

성장하도록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 길을 열었습니다. “성령운동의 직무” 안에서 

수녀님의 도움으로 40 개 이상의 기도 그룹이 생겼고, 멜버른 뿐 아니라 가까운 밀두라, 

지롱, 웨리베, 아델라이데에서도 그룹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탁월하고 

감탄할 만한 방법으로 성서공부를 지도했으며, 기도그룹에서 나눌 묵상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 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체사리나 수녀님은 믿음이 강하고, 관대하며,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청할 줄 알고 

용서할 줄 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됩니다. 수녀님은 물적 영적 도움이 없을 때에도 , 

개인적인 위험에 자주 맞서면서도, 멈추는 법이 없는 용감함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은 늘 수녀님의 사도직과 기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사도직을 위해서 가장 현대적인 수단들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90 세의 

나이에도 컴퓨터를 배우고, 이메일을 만들어 스카이프로 소통하며,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엄마”와 같았는데, 많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젊은이나 덜 젊은이들의 삶을 건드리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수녀님을 가까이 하며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환대하고, 

경청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인도하고 전구하는 일에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사리나 수녀님은 호주 선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개척자요 설립자였으며, 유치원과 

분원을 세우기 위해 섭리가 오도록 중개했습니다.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체사리나 수녀님의 생애와 성소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얼마 후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 열리게 될 라틴 아메리카의 재구성을 

위한 회의를 위해 수녀님의 전구를 청하며,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식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Sr Aminta Sarmiento Puentes 
Superiora gene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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