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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베바 카펠레티 (Genoveva CAPELLETTI) 
 

 

 

브라질, RS,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 

 

출 생 : 1936년 6월 19일 RS, 소브라디뇨 주, 이바라마 

서 원 : 1960년 2월 11일 RS, 파소 푼도 

사 망 : 2015년 8월 12일 RS, 카노아스 레칸토 아파레시다 

매 장 : 2015년 8월 13일 RS, 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 24) 

 

2015년 8월 12일, 생명의 주님께서는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를 거쳐가시며 마리아 미르나 수녀를 

고향으로 데려가셨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때가 차면 열매를 맺듯이, 마리아 미르나 수녀도 

자신의 모든 사랑을 바쳤던 분을 만난 것이다.  

 

제노베바는 1936년 6월 19일에 소브라디뇨 주의 이바라마에서 태어났다. 다비 카펠레티와 죠세핀 

발레스트 카펠리티의 딸이었다. 부부에게는 여섯 명의 딸과 다섯 명의 아들을 모두 합해 11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제노베바는 그 중 맏이였다. 카펠리티 가정에서 양육된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가치의 

토대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제노베바는 21 세가 되었을 때 축성된 수도 생활에 대한 이끌림과 

소명을 느껴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였다. 1958 년 2 월 11 일에는 수련기를 시작하면서 마리아 

미르나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마리아 미르나 수녀는 헌신적이고 친절하고 깊은 신앙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녀회의 일에 자신을 

열어놓았던 조용한 여인이었다. 그 인품의 고매함은 엄청난 행위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충실함으로 

측정되었다. 55년의 축성된 수도 생활 동안에 어디를 가든 우정과 선의의 흔적을 남겼다. 

 

수녀는 축성된 수도 생활을 기쁘게 살았지만, 도전과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도 체험했는데, 특히 2007 년에 드러난 암의 투병시기가 그랬다. 수녀는 마음을 비우고 병의 

고통과 십자가를 감싸 안았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수녀의 영성과 성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수녀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삶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맏이였던 마리아 미르나 수녀는 가족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열의를 보이곤 했다. 형제들과 다른 

친척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을 방문하고 방문의 받는 일을 몹시 즐겼다. 투병 중에는 자신을 자주 

찾아오는 친지들의 애정과 위안을 감사와 존중으로 받아들였다.  

 

수녀의 마지막 공동체는 산 로렌조 도 술에 있는 노싸 세뇨라 에스트렐라 도 마르 학교였다. 쇠약함과 

기울어져가는 건강 탓에 2014년 중반에는 간호를 받기 위해 레칸토 아파레시다로 들어왔다.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키웠으나, 병이 급격히 퍼지면서 이 희망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8 월 5 일, 수녀는 병자 성사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준비되었나이다…”라고 말하며 성부의 손에 

자신을 맡겨 드렸다. 병을 앓던 수 년 동안 수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지켜봐 온 동료 

수녀들과 스탭들의 주의와 보살핌을 받았다. 죽음 안에서 미르나 수녀는 하느님께 향한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행위를 완성했고 지상의 삶에 숨겨진 부활의 씨앗을 자유로이 풀어주었다. 신앙은 우리에게 

미르나 수녀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이로서 살고 있다고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