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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교지 

모잠빅, 테테 

모잠빅 테테의 노틀담 선교지 진출은 하느님의 은총과 관련된 두 가지 갈망을 충족시키려는데서 

생겨났습니다. 한 편으로 테테의 디아만티노 구아포 안투네스(IMC) 주교가 그의 교구에서 사람들의 복음화를 

도울 여성 수도자를 맞이하기를 꿈꾸었던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제 노틀담 수녀들이 다른 교구로 

사명을 확장하기를 바랐는데 현지 젊은 여성들이 수녀회에 입회하면서 이 갈망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2021년 2월 11일, 레온디라 라자레티 수녀, 도밍카스 베나테 수녀, 아이다 느함펜자 수녀, 이렇게 세 명의 

수녀들이 그곳 사람들, 특히 성 베드로 본당 신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테테, 바이로 마테우스 산사옹 

무템바에 도착했습니다. 쉬모이오 주교인 죠앙 카를로스 누네스 하토아, 닐세 아이트 수녀, 로리 스테펜 

수녀가 수녀들을 새 선교지까지 동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테테에 도착해서 쿠리아 교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디아만티노 구아포 안투네스 주교와 성 베드로 본당 신부인 비탈 코날라 신부는 수녀들과 함께, 

지역 가톨릭 공동체 사람들이 새 수도 공동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바이로 마테우스 산사옹 무템바로 

향했습니다.   

바이로 마테우스 산사옹 무템바는 테테 지방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꼽힙니다. 인구가 몹시 밀집해 있으며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아동 노동과 연계하고 있고 빈곤을 야기하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모잠빅의 타지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개는 이웃나라 말라위 출신들입니다.  

수녀원이 마련되고 성모님 은총 공동체가 세워지자, 수녀들은 코로나 수칙을 지키며 곧 가정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를 한 다음, 사람들과 기도를 하고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 베드로 본당 

수녀들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대다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 딸들에게 바느질하는 법, 자수,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수녀들은 이런 가족들의 기대에 조금씩 응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두 그룹의 소녀들에게 자수를 가르칩니다. 동시에 마나 로사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6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고 수녀들은 일단 보건 문제가 안정이 

되는대로 정부가 대면 수업을 허가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개교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문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 방문 시에는 수녀원이 언제나 필요에 대비해 개방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수녀들에게 

연락해야 하거나 기도 지향을 청할 수 있도록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 수녀들은 교구의 남녀 

수도자들과 그곳 사람들에게 무척 환영받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관대한 기부라던가, “수녀님들이 

지금껏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었어요!” 라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선교지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미 이 교구에서 노틀담 수녀회를 알고 있는 본당 사제들이 현지 

여성 몇 명을 보내어 수녀회에 입회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수녀들이 교구에 머문지 겨우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 젊은 여성들이 수도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수녀들과 연락하고 있으며 수녀들도 그들의 

가정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이 교구에서 노틀담 수녀의 현존과 그들의 증거와 사도직은 “자매와 형제들이 신앙 안에서 삶을 하느님께 

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회헌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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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1일 테테에 도착한 노틀담 수녀들 

 

테테 공동체 수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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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가정방문을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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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에서 자수를 배우기 위해 온 여자어린이들  

 

 

주님수난 성지주일, 수녀원에서 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는 교구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녹화되어 방송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