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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년 금경축 폐회식 

소피아 기회 학교, 방갈로르, 인도 

 

2021년과 2022년, 소피아 기회 학교는 개교 50주년이라는 학교 역사의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노틀담 

수녀들이 50년 전에 밝힌 양초는 현재에도 밝게 타오르며 모든 사랑하는 특별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놓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학교는 겨우 네 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어, 개별화된 교수법으로 안전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현재 5세부터 20세에 이르는 2백 여명의 모든 특수 학생들의 필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기회학교가 

지나간 세월동안 거의 3천 명의 특수 학생들이 거쳐갔다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교장, 교직원, 학생들은 2022년 2월 2일에, 과거에 감사하며 현재를 경축하고 미래에 영감을 주면서 세심하게 

금경축 폐회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베드로 마카도 박사 대주교와 12명의 다른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코로나 규정을 염두에 두었기에 방문객은 제한되었습니다. 이전 교장들과 수녀 직원들, 은인들과 소피아 

학교의 몇 몇 대표들, 약간의 학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장엄한 모임 가운데에서 대주교와 방문관구의 관구장 체타나 수녀, 학교 책임자이며 비서인 크리파 수녀, 

소피아 기회 학교장 마두야 수녀, 소피아 고등학교장 알파나 수녀, 소피아 초등부 교장 비샬라 수녀, 경리 담당 

디비야 수녀가 참석자들에게 “뒤에 남겨진 발자취”라는 특별한 추억을 선보이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노틀담 수녀들은 식물을 심고, 다른 이들은 물을 주었으며, 하느님께서는 당신 권능으로 그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회 학교가 감사로운 50년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가운데 운영진은 지난 시기의 이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관대한 봉사와 공로에 대해 많은 감사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주교와 관구장과 

과거와 현재의 역동적인 교장들, 구 수녀 교직원들과 은인들도 인정과 감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게 하며, 현재에 대한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내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소피아 기회 학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여 그 업적과 축복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대한 추억은 필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소피아에서의 경축은 언제나 함께 

나누는 식사로 이어집니다. 행사는 모두가 소피아 운동 경기장에 화려하게 펼쳐진 음식을 즐기면서 끝이 

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 

낸다!’  

소피아 기회 학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학교는 벽돌과 회반죽 덩어리 이상의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부터 최고위층 관리와, 세세 대대의 노틀담 수녀들, 교장, 교직원, 특수 

학생들, 학부모들, 복을 빌어주는 이들과 은인들, 봉사자들까지, 모두 이 학교를 번성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더큰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