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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 

 

출 생 : 1914년 2월 21일 독일 비엔펠드 

서 원 : 1936년 8월 18일 독일 뮬하우젠 

사 망 : 2013년 8월 18일 카노아스 레칸토 아파레시다  

매 장 : 2013년 8월 19일 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앙겔라 알테베르는 1914년 2월 21일에 독일 링겐 부근 비엔펠드에서 요한 베르나르드 알테베르와 앙겔라 마리아 슐트의 

8자녀 중 5째로 태어났다. 태어난지 이틀 후 벌써 세례 성사를 받아, 그토록 사랑했던 하느님의 미소짓는 아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졌다. 용기있고 강인한 신앙의 기초는 3명의 딸을 교회와 노틀담 수녀회에 봉헌한 가족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마리아 엘마라 수녀와 마리아 베르나르데 수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 코스펠드 살루스에서 지내는 마리아 앙겔리 

수녀가 그 세 자매들이다. 

축성된 수도 생활에 대한 소명을 느꼈던 앙겔라 알테베르는 1934년 8월 28일에 뮬하우젠 수련소에 입소하여 마리아 

엘마라라는 수도명을 받았고 같은 장소에서 1936년 8월 18일 첫 서원을 발하였다. 1936년 9월 4일에는 유기서원자로서 

친절, 행복, 관대함이라는 특징적인 선교정신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 선교사가 되어 브라질로 향했다. 마리아 엘마라 

수녀는 교사 양성을 받았는데 수녀로서 행했던 모든 일 안에서 예수님의 교육학적 손길을 더해가며 교사 양성의 교육학적 

원리를 지혜롭게 적용하였다. 수녀는 1968년까지 가르쳤고 1969년부터는 다른 사도직에 헌신하였다.  

언제나 수녀의 미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친절과 엄청난 사랑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었다. 노틀담 수녀의 

카리스마인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풍성한 체험은 수녀로 하여금, 특별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절하고 연민에 차 있고 깊이 투신하는 여성으로 인식되었다. 수녀는 친절하고 열린 마음과 항상 넓게 벌린 

손을 가진 연대의 현존이었다.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에서 진출한 새로운 선교지가 현재 토칸틴인 고이아스 주에 

있었는데 그 초기였던 1976년 마리아 엘마라 수녀는 마리아노폴리스 사람들과 함께 사목 사도직을 시작하였다. 수녀가 

여러 해 동안 일했던 마리아노폴리스의 가난한 이들은 한 학교에 “마리아 엘마라 수녀님 학교”라고 이름 붙여서 수녀의 

현존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사회 봉사에 헌신했던 쌍 루렌쏘 도 쏠에서, 수녀는 다른 이들과 함께 박애의 

집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를 창립하였다. 수녀는 추위에 떨며 궁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협력자 중 한 명에게 몇 번이고 털어 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이기심없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특유의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내 놓았다. 사람들의 현존을 감사히 여기고 불평을 하거나 심기가 불편해하는 

법이 없었다. 수녀의 예리하고 민감하며 호기심어린 외모는 자신의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게 했다.  

수녀는 늘 가족 유대를 유지하고 키워왔는데 이는 자신이 속한 수녀회의 소속감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었다. 스스로가 

노틀담 수녀라는 사실을 좋아했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공동체 수녀를 잃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해서 서서히 쇠해가는 수녀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성모 승천 대축일(브라질에서는 이날이 8 월 

18일이다)이자 수녀의 서원 기념일 저녁 10시 15분 마리아 엘마라 수녀는 그토록 사랑하던 분께 자신의 삶을 오롯이 

내어 드렸다. 브라질의 독일 선교사 중 하나였던 마리아 엘마라 수녀는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남겨 주었다. 우리는 수녀가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던 성모님께서 수녀를 사랑하는 분과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믿는다. 부디 마리아 엘마라 수녀가 좋으신 하느님께 우리의 전구자가 되어 주기를.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