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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앙겔리 수녀 (SISTER MARIA ANGELIE)  ND  3920 

 

마리아 알테베스 (Maria ALTEVERS)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 1917년 6월 24일 독일, 링엔 주 비네 

서 원 : 1942년 4월 7일 클로펜부르그 

사 망 : 2015년 7월 29일  코스펠드 안넨탈 수녀원 

장 례 : 2015년 8월 4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마리아 알테베스, 마리아 앙겔리 수녀는 링엔 주 비네에서 태어났다. 마리아는 일곱 명의 

형제들과 함께 부모의 행복한 농장에서 자라났다.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가정 경제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살림담당으로서, 그리고 

뒤스부르그에 있는 콜핑하우스의 큰 주방에서 일했다.  

1939년, 마리아는 뮬하우젠/저 라인 지대의 수녀원에 입회했다. 이미 자신보다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언니 앙겔라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것이다. 우리 회의 

마리아 엘마라 수녀인 앙겔라는 죽을 때까지 수 십 년 동안 브라질에서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선포했다.   

1년 후, 마리아 베른하르데 수녀가 된 또 다른 자매 마가레타가 우리 수녀회의 식구가 되어 

2011년 12월에 사망할 때까지 관대하게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마리아 앙겔리 수녀는 수도 양성 이후, 수녀회의 여러 분원들에서 사도직을 했다. 수 십 년 

동안 주방을 담당하고 요리 강습을 했는데 전시와 전후 시기에는 이 일이 늘 쉽지만은 

않았다. 엄청난 투신과 의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력으로 동료 수녀들을 돌보았으며, 후에 

알라겐에서 수녀원 근처의 본당 유치원 원아들을 보살폈다. 성인들과 아이들 모두가 수녀의 

요리 솜씨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마리아 앙겔리 수녀는 사랑이 넘치는 친절함과 선의, “소박한” 영성을 발산했다. 이전에 

수녀의 요리강습 학생이었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 특히 수녀회에서 자신의 길을 찾은 

이들과 필시 수녀의 인품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이 점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수녀는 어머니 같은 수녀였다. 어린이 집의 아이들은 주방과 정원에 있는 수녀를 방문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했다. 수녀가 본당에 있던 27년간, 수녀의 단순함과 다정함으로 그 

분위기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2002년, 기력이 쇠하면서 마리아 앙겔리 수녀는 알라겐을 떠나 안넨탈 수녀원으로 들어와 

살루스의 작은 주방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도왔다.  

마리아 앙겔리 수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우리는 수녀가 성당에 있는 모습을 흔히 보곤 

했다. 수녀회와 가족들의 모든 필요가 수녀의 기도 중에 기억되었다.  

2012년, 수녀는 은혜 경축을 축하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삶에서 있었던 모든 도전들 속에서 수녀는 이 말로 지지와 인도를 받았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 21: 17) 

이제 이 말이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졌다. . 


