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회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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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랄의 선한목자어머니 마리아공동체 에서

마리아 베로니카 마가롯도 수녀님 선종

(MARIA VERONICA MAGAROTTO)

95 세 69 년간 수도생활

성령강림을 준비하는 부활 제 7 주간 목요일 성찬전례의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상기 시켜줍니다 .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Gv 17,24). 그리고 바로 오늘

선한목자는 항상 그분과 함께 했고 아버지의 얼굴을 영원히 흠숭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리아

베로니카 수녀를 아버지께 데려가셨습니다. 수녀님의 길고 성실한 기다림은 채워졌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수도회의 아주 초창기 수녀 중 한 사람으로 공동체의 모든 여정과 발전에 큰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1919 년 5 월 2 일 Arqua’ Petararca(PD)에서 태어나 같은 해 5 월 11 일에 마리아

안토니아( Maria Antonia) 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1 남매 중 둘째로서 뿌리깊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수도생활에 대한 성소가 성숙되었습니다. 1940 년 4 월 20 일 젠자노로

입회합니다. 당시 우리 수도가족은 간신히 첫걸음을 뗀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온 뒤

다른 두 명의 자매가 뒤 따라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는 성숙했고, 진취적이었으며,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1942 년 10 월 1 일 수련기에

들어갔으며, 여전히 젠자노에서 1943 년 9 월 11 일에 마리아 베로니카라는 이름으로

알베리오네 신부님으로부터 첫 서원을 받았습니다.

수녀님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 1940 년에 공동체에 들어 왔을 때, 30 명

정도의 회원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창립자는 먼저 수도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사목 사도직은 당시 모두가 살았고, 많이 들었던 세 집에서 연습하였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우리의 작은 공장과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썼습니다.”

서원직후 마리아 수녀님은 Puso D’Alpago 로 향하였고, 1945 년 2 차 대전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폐쇄될 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1949 년까지 Rio Elba 의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목여건에서 사도직에 자극을 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1948 년 9 월 21 일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1949 년-1950 년에는

Acque 에 있는 S.Pietro 에서 선교와 자선의 소임을 빠스또렐레가 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생계와 양성을 돌보면서 받아 아주 성공리에 수행했습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목표의 달성에 대한 진취적인 성격은 아마 창립자에게

초기 브라질의 기반을 닦도록 보내는데 영감을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 수녀님은

수도회의 초기 선교에 보내졌고, 1951 년 1 월 26 일 작은 유치원과 함께 첫 진출지인 브라질

산 바울로 빌라 마리아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바오로수도회와 함께 성 이냐시오

본당에서 특별히 교리교육에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출을 확고히 하고 기본적인 필수품을 조달할 은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창립자는 성소자가 많은 브라질 남부지방 affluenza 에도 진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52 년 카시아스 도 술에서 몇 킬로 거리에 있는 근교 Rio Grande 의

Terceira Legua 의 공동체 원장으로 마리아 베로니카 수녀님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가 공동체에 입회하기를 원해서 카시아스 도술 성 레오폴도 아베니다에 커다란 집을

지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지원자들까지 포함한 모두의 협력과 섭리 안에서 커다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의 커다란 계획이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1958 년까지 카시아스

도술에 남아있으면서 그 일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도움을 찾아주도록 경제담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열기 위해 리오 그란데의 수도 Porto Alegre 의 원장으로

보내져 그 임무를 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1961 년 이탈리아로 돌아올 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1956 년 창립자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하느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961 년 에서 1996 년까지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알바노 라지아레 모원에서 1962 년-

1963 년까지 학생으로 있었고 계속해서 아벨리노에서 유치원에서 가르치기 위해 실습생으로

있었습니다. 사목열정이 강한 원장 수녀로서 여러 공동체에서 소임을 잘 수행했습니다.

가정방문, 전례와 본당 교리의 계획을: Santa Lucia di Fiamignano (RI),  Foggia,  Civè (PD),

Cardinale (CZ),  Todi (PG),  Pannarano (BN),  Crosia (CS) 에서 그리고 15 년은 Villimpenta

(MN)에서 입니다.

1996 년 가을에 건강상의 문제로 네그랄 공동체에서 공동체 수녀님들의 사랑스런

보살핌으로 동반을 받으며 수녀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계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방법을 찾았지만 수녀님의 건강상태는 매년 더 병약해졌습니다.

2008 년 4 월 5 일 제게 보낸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 “ 나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도, 죽게

해달라고도 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나의



이러한 날들을 단순하게 살뿐입니다. 걱정 없이, 왜냐하면 걱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게 좋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교황님을 위해서, 세상의

문제들의 위해서, 친애하는 마르타 당신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협력하는 모든 협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걱정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선장은 선한

목자예수 이십니다.”

마리아 수녀님 감사합니다. 수녀님은 우리 공동체를 무척 사랑하셨고, 수녀님의 열정과

희생으로 공동체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당신은 신앙심이 크고 지혜로운 수녀이셨으며 당신의

긴 삶의 마지막에는 기도로 소진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이 모든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당신은 브라질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 제가 형제적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카시아스로 향하고 있음은 나의 감사를 당신께 드리길 원하는 섭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업적을 신뢰할 수 있으니 성삼위께 우리를 위해 기도 해

주십시오.

Sr Marta Finotelli

총장

2014 년 6 월 5 일 브라질 카시아스 도 술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