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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28년 10월 24일 독일, 엠스란드 베펠로 

서 원 1955년 4월 13일 뮬하우젠 

사 망 2014 년 5월 25일 모어 베타니아 병원 

장 례 2014 년 5월 30일 뮬하우젠 수녀원 묘지 
 

 

안나 루크는 1928년 10월 24일, 엠스란드 베펠로에서 헤르만과 게지나 루크의 다섯 자녀 중 네 

째로 태어나 10세가 될 때까지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런 다음 중등학교에 

입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는다.  

안나는 부모의 농장에서 여러 가지 농장 일과 집안 일을 돕다가 1948-49년, 첫 해는 비핑겐에 

있는 교사의 가정에서, 이듬해는 노틀담 수녀들이 운영하는 바흐텐동의 어린이 집에서 일을 

하며 가정 기술과 지식을 넓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안나가 부모의 농장에서 투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었다.  

바흐텐동에서 수녀들과 함께 일했던 체험은 필시 우리 수녀회에 입회함으로써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성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952년 7월 

16일, 수녀는 뮬하우젠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 하였고, 1년 후 착복을 하고 마리아 

베르날다라는 수도명을 받았으나 후에 자신의 요청으로 마리아 라파엘로 변경하였다. 수녀는 

1955년 4월 13일 첫 서원을 발한다.   

유기서원자로서 마리아 라파엘 수녀는 3년간 아헨의 빈첸차임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위대한 

기관에서는 장애 아동/청년들의 복지와 병원 환자들을 위한 주방 담당자로 일했다. 

1958년, 마리아 라파엘 수녀는 로마 모원으로 파견되어 주방의 다양한 일을 도왔다.  

이후부터 자신의 삶의 여러 해를 차지한 성체 조배 사도직에 몸담게 되면서 주방 

일은 1966년으로 마감하게 되었다. 수녀는 38년간, 세상 곳곳에서 갖가지 사도직을 하는 모든 

수녀들을 대표하여 기도 사도직에 충실히 헌신했으며, 기도와 전구를 하며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신심 안에서 모든 지향들을 바쳐드렸다. 수녀는 교회의 중심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가까이서 가톨릭 신앙의 보편성과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행복해 했고 감사히 

여겼다. ,  

마리아 라파엘 수녀는 또한 엠스란드에 있는 가족들과 멀리서나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더 이상 밤낮으로 성체 조배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뒷받침할 수 없게 되자 2004년 독일로 

돌아가 그 이후로 새로운 살루스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수녀는 성체 조배 사도직에 

참여하면서도 은둔적인 삶을 살았다.  

긴 병을 앓고 난 후, 그럼에도 예기치 않게, 하느님께서는 주일이던 2014년 5월 25일 수녀를 

고향으로 불러가셨다.  

우리는 이제 마리아 라파엘 수녀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했던 수녀의 존재와 수녀의 신앙의 증거에 대해 감사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