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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는 바키 폴로즈 와 로사 쿠리아코제 마케푸텐푸라의 여덟 자녀 중 세 째로 태어났다. 1937년 2월 

2일에 쿠라빌랑가드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1944년 6월 25일, 첫 영성체를 했다.  

메리는 집에서 가까운 정부 초등학교와 엘란지의 성 베드로 고등학교에 다녔다. 자서전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리를 배우고 영적 독서를 할 기회가 많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메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미사에 참례했다. 신앙이 자라고 수도 성소를 식별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신부의 영적 

지도를 받았다. 고등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몇 년간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일 교리 수업을 하며 본당 

사제를 도왔다.     

1961년 여름, 메리는 성소 증진을 위해 케랄라로 갔던 메리 프레다 수녀와 메리 카루나를 만났다. 

그리고 곧 아스피랑으로 받아들여졌다. 메리는 다른 일곱명의 아스피랑들과 자말푸르로 떠났다. 

1963년에 착복을 하면서 메리 프라테티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련기를 마치면서 수녀와 

동료들은 자말푸르 본원 성당에서 서원을 발했다.   

프라테티 수녀는 신학 공부를 위해 고아로 파견되었고 나중에는 몬테소리 교육을 위해 히데라바드로 

파견되었다. 수녀는 평생 교육 사도직에 몸담았다. 몬테소리와 초등부 교실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뛰어난 교사임이 드러났다. 수녀는 파트나와 자말푸르에서도 몬테소리 원장으로 봉사했다. 

메리 프라테티 수녀의 전문성은 연구수업에 있었다. 우리 학교의 젊은 수녀들과 많은 교사들이 

꼬마들로 가득한 교실을 배움에 대해 열정적이고 활기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수녀로부터 배웠다. 

수녀가 지닌 다른 전문 영역은 ‘필체’였다. 수녀가 제이 씨 출판사에서 출간한 ‘필체를 위한 쉬운 

단계’는 다른 많은 학교과 양성소에서 사용되었다.     

메리 프라테티 수녀는 심한 기침과 감기 증세로 2020년 11월 23일에 자말푸르에서 파트나로 

이동했으며 성 가정 병원에 입원했다. 검사 도중 몇 가지 심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계속되는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옮겨져 산소 공급을 받았다. 다량의 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가슴의 

담이 해결되지 않아 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나비요티의 미카엘 이냐시우스 신부가 병자 성사를 

주었다. 2020년 12월 1일, 오전 9시 30분, 프라테티 수녀의 상태가 위중해졌다. 수녀가 오전 10시 

35분에 고요하고 평화로이 사망하는 순간메리 테씨 수녀와 여러 명의 수녀들이함께 있어 주었다.   

코로나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프라테티 수녀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수녀들이자 

말푸르, 뭉거, 셰이크푸라, 바르, 피로, 근처 분원에서 파트나로 모여왔다. 파트나 대교구장, 윌리엄 데 

수자 신부, SJ가 다른 몇 명의 신부들과 함께 12월 2일, 10시 30분에 감사의 미사를 집전했다. 메리 

프라테티 수녀의 유해는 미사 직후 관구 본원 묘지에 안치되었다.  

메리 프라테티 수녀는약하고 더딘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춘 채 모든 이와 모든 것에게 관심을 

가졌던 투신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