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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소 푼도 거룩한 십자가 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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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1929 년 5 월 2 일
1948 년 2 월 12 일
2016 년 2 월 24 일
2016 년 2 월 25 일

RS, 셀바흐
RS, 파소 푼도
RS, 파소 푼도
RS, 파소 푼도 수녀원 묘지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 아니시아 수녀의 86 년 평생 동안 의미와 방향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수녀의 삶과
사명의 모토였다.
헤르칠리아는 죠앙 마다너와 엘리사벳 횐 말다너의 11 명의 자녀 중 네 째였다. 이들 부부는 가정에
매우 인간적이고도 그리스도교적인 교육을 해 주었다. 헤르칠리아는 상 티아고 본당에서 성사를
받았고 셀바흐의 노틀담 수녀회의 학교에 다녔다.
1945 년 수녀회에 입회할 결심을 했을 때 헤르칠리아는 아주 젊었다. 수도 양성을 받고 나서
1948 년에 첫 서원을 하고 1953 년에 종신서원을 발했다. 그 후에는 22 년간 여러 군데의 우리
병원에서 조리사로 일했다.
1971 년, 마리아 아니시아 수녀는 아크레 선교를 시작할 일곱 명의 수녀들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
다른 세 명의 수녀들과 함께 크루체이로 도 술 병원에서 소임을 시작했다. 다른 수녀들은 역시
아크레의 다른 지역인 타라우아카로 가서 교사가 되었다. 아니시아 수녀는 병원에서 행정담당이었고
이동 간호사였다. 수녀는 병자, 노인, 젊은이, 어린이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봉사에 지칠
줄을 몰랐다. 수녀는 살아갈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머니들과 아이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많은
이들이 그 시간 동안 베푼 수녀의 헌신과 사도직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사랑으로 마리아
아니시아 수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아 아니시아 수녀는 아크레에서 사도직을 행하는 동안 성인 교육을 위해 일했고 후에 파소
푼도에서 기술 간호학을 마쳤다.
2010 년, 마리아 아니시아 수녀는 남쪽으로 돌아와 공동체와 사목 봉사에서 사도직을 행했다. 수녀의
마지막 거주지는 에스푸모조의 오브라 쇼셜 산타 쥴리아였으며 그곳에서 식사시간에 노인들을 돕고
그들과 기도하고 머물며 12 년을 지냈다.
수녀는 아주 많이 기도했는데 특히 묵주기도를 많이 했고 성체와 성모님과 성 요셉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수녀는 관상가가 되고자 했으며 세상과 교회와 수녀회의 현실을 기도
지향으로 삼았다. 수녀는 친구들을 사랑했고 아주 온화했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매일의
용서를 실천했다. 수녀의 강한 영성적 삶은 병자들과 노인들을 돌볼 때 다른 이들에게 넘쳐 흘렀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강문제가 늘어났다. 몇 번의 수술을 받는가 하면 심장에도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부러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후에 합병증이 발생했다.
2016 년 2 월 24 일 아침,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수녀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가셨다. 수녀님께서
노틀담 수녀로서의 67 년간의 삶에서 헌신했던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관을 받아 누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