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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안나 마리아 수녀는 그레이스 경축을 맞이했다. 노틀담 수녀로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증거하던 70년에 대한 

경축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열 두 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장례 미사에서 읽힌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성 바오로의 두 번째 편지는 안나 마리아 

수녀에게 매우 적합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2코린 9, 6-7)  

수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나 마리아 수녀는 선함, 기쁨, 꽃, 복지, 환대, 특히 분원 

책임자로서의 환대, 여러 번 수행했던 봉사를 심어놓았다.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수녀는 공립 학교 교사였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했다. 가르치는 일 외에도 기숙 학교 

책임자 혹은 보조였다. 수녀는 쉽게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어주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다. “많은 이들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친 이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라는 다니엘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수녀의 삶과 

사명에도 적용된다.  

안나 마리아는 마리아 톰비니와 죠세 포르멘티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홉 번째 

아이였다. 이 부부 사이에서는 안나 마리아 이후에 다섯 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났다. 1944년, 

안나 마리아는 수도 양성을 시작하여 1947년에 파소 푼도에서 첫 서원을 발했다.  

2014 년 이후, 관구 건강 관리 센터인 카사 베타니아에서 살면서 작은 소임들을 

행했지만 수녀의 전문 사도직은 선교기도와 사도들의 기도였다. 우리는 모두 수녀의 손재주, 

특히 뜨개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수녀는 멋진 스웨터를 만들어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과 수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녀가 엄청난 신심을 쏟았던 예수 성심이 당신의 자비와 사랑 안에 수녀를 머물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모친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 수녀를 

보상해 주시기를. 안나 마리아 수녀는 사제와 수도 성소를 위해 전구해 주며 천상의 

성가대와 함께 하느님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기를.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서 

수녀에게 평화와 영원한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