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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아스 레칸토 아파레시다
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내 마음 기뻐 뛰놀며 나의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리라." 시편 28.7
오틸리아 레티치아의 부모 안젤로와 엘리사 도나토는 각각 이태리 빈첸짜와 베로나 출신의 농부들이었다.
그들은 3 명의 아들과 7 명의 딸을 두었으며 이 10 명의 자녀들에게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가치를
심어주었다. 막내였던 오틸리아 레티치아는 17 세 되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기 위해 부모의
집을 떠나 노틀담 수녀회의 청원소에 입회하였다. 수도 생활에 접어든지 1 년 후 언니 마리아 아멜린다
수녀 역시 성소를 느껴 막내 여동생의 발자취를 따른다. 이 둘은 가족과도 매우 가깝게 지내는 한편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을 유지했다.
축성생활의 초기에 마리아 레티치아 수녀는 교직에 헌신하여 12 년간 교육자로서의 소임에 임했다.
1960 년에는 병원 연구실에서 일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고 1961 년부터 1994 년까지 카사파바 도 술에 있는
자애병원 빅터 랑 박사 연구실에서 엄청난 효율성과 헌신으로 일했다. 수녀는 연구실 실험에서 책임감과
정확성으로 인정받았다. 연구실 일을 그만두면서는 같은 병원에서 행정 보조로 소임을 이어갔고 그 후에는
자원 봉사자로 일했으므로 50 년 간을 이 병원 빅터 랑 박사에서 사심없는 봉사의 삶을 보낸 셈이었다.
수녀가 전문성과 사랑으로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의사와 직원과 카사파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았다.
수녀는 시 의회로부터 병원에서의 뛰어난 봉사로 “메릿 어워드(Merit Award)”를 수상했고 카사파바
사람들을 위한 모범과 열정적인 일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2011 년 병원의 수도 공동체 현존을 마감하면서
시 의회는 “종교적, 사회적, 전문적 영역에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노틀담 수녀회의 탁월한
봉사에 대해 애정과 감사로 인정해 주었다.”
이 날부터 마리아 레티치아 수녀는 본원 공동체 식구가 되었다. 2012 년에는 건강으로 인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레칸토 아파레시다로 옮겨갔다. 마리아 레티치아 수녀는 관계에서 민감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수도 공동체에서는 분원장이자 동료 수녀로서 기숙 학교 일에 몰두하여 청소년들과 젊은
여성들을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끌었다. 원래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사교적이어서 우정을 키우고 잔치를 즐겼다. 수녀회에 대한 사랑, 감사의 정신, 사도적 열정, 일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사랑은 수녀의 삶의 특징이었다. 노래부르기를 좋아했는데 우리는 마리아 레티치아
수녀가 그 낮고 조화롭고 다듬어진 목소리로 영원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 세상에서의 여정 중에 수녀는 사도직을 살았던 공동체와 장소에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곤 했다. 9 월 초, 마리아 레티치아 수녀는 한차례의 심한 통증을 겪은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모든 검사를 마친 뒤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단. 9 월 13 일 수녀는 레칸토 아파레시다로
돌아와 간호보조를 받고 동료 수녀들 특히 마리아 아멜린다 수녀의 동반을 누렸다. 9 월 21 일 수녀는 병자
성사를 청하여 많은 수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적 고통 중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평안히 성사를 받았고
9 월 23 일 오전 4 시 30 분 영복에 들었다. 수녀의 수도명 레티치아는 기쁨을 의미하는 라틴어였다.
수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방식, 단순함, 영성, 노틀담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성의 증거로 인해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에 수녀들과 가족들은 늘 수녀를 그리워할 것이다. 수녀가 헌신했던 성모님께서는 분명 당신
아들 예수님에게로 수녀를 데려가 주시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