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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2020년 8월 19일  RS, 카노아스 레칸도 아파레시다 0 

매 장: 2020년 8월 19일 RS, 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리라.” 다니 12,3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마지막 질병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투신했던 테레지냐 마리아 수녀의 삶을 

다니엘 예언서의 이 구절로 감히 특징지어 본다.  

테레지냐 마리아는 죠세 발데르트 필리오와 스콜라스티카 베르그만의 세 딸 중 맏이였다. 부친은 

세 딸을을 “세 명의 마리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셋 다 이름에 마리아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테레지냐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복음적 가치를 육성하던 천주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테레시냐 마리아는 타콰라의 콜레지오 산타 테레지냐에서 전인 교육을 받았고 노틀담 수녀들과 

살면서 기숙생으로서 초등 교육을 마쳤다. 하느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수도 성소와 

노틀담에 대한 성소라는 선물을 내려주신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였다.  

테레지냐 마리아 수녀는 1954년에 문학 교사로서 교육 사도직을 시작했다. 교육학 학위와 교육 

길잡이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여러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서 사도직을 계속했다. 

1994 년부터 2012 년 8 월까지 수녀는 카노아스의 콜레지오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에서 학교 

자문/교육 자문이었는데 이 역할을 헌신과 인내와 현명함, 친절과 직업 윤리를 가지고 해 냈으며 

특히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랬다. 수녀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 간의 유대를 

조성하기 위해 애썼다. 매일 교무실에서 교사들과 함께 지내며 모두의 복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수녀는 공동체 모임과 기도에 언제나 참석했다. 마리아 신심을 키우고  수녀회의 전통적 실행을 

즐겨 되돌려 놓았다. 수녀는 재능이 있고 창조적이었으며 실내 꾸미기와 장식, 게시판 만드는 일을 

매우 좋아했다. 테레지냐 마리아 수녀는 브라질과 수녀회의 전통 지역 축제를 특별히 좋아해서 이 

축일들을 위한 깜짝놀랄 일들을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하곤 했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래하는 것도 몹시 좋아했는데, 성탄 시기에 특히 그랬다. 수녀는 휴가때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행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웠다.   

2012년 7월 3일, 수녀는 기쁨과 설렘으로 80세 생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수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관구장으로부터 받은 80세 생일 축하 전자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테레지냐 마리아 수녀는 감사를 표현했고 이미 활동 사도직이 끝났다고 느꼈던 표징으로써 

자신이 체험한 좋은 시간을 회상했다.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심한 병으로 고생했는데 수녀에게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래도 회복하여 레칸도 아파레시다로 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았다.    

그 이후 8년간 테레시냐 마리아 수녀는 필요한 모든 의료적 도움과, 자신이 고통받던 시기에, 특히 

생명이 위태로울 때 자리해 준 수녀들과 가족들의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이 고통이 테레지냐 

마리아 수녀를 준비시키고 정화시켜서 브라질의 수도생활을 경축하던 주간에 수녀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피앗을 말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테레지냐 마리아 수녀가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사도직을 통해 섬겼던 분의 품 안에서 평화로이 

쉬기를 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교회와 수도회의 많은 성소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